
- 1 -

     

보안 과제( ), 일반 과제( O ) / 공개( O ), 비공개( )발간등록번호( O )

1세대스마트애니멀팜산업화기술개발사업 2021년도 최종보고서320096-
01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3707-01

축사표준설계도 무창형 돈사 환기평가
및 냄새관리시설 성능 감시시스템 개발

2021. 10. 22

주관연구기관 / 전북대학교
협동연구기관 / 국립축산환경과학원

㈜이지팜
연암대학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전문기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21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림
식
품
기
술
기
획
평
가
원



- 2 -



- 3 -



- 4 -

최종보고서 보안등급
일반[ O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명

사업명 1세대 스마트 플랜트팜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애니멀팜 

산업화기술개발사업
전문기관명
(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20-214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320096-1

기

술

분

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LB0608 40% LB0904 20% LB0504 20%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 AB0203 100%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축사표준설계도 무창형 돈사 환기 평가 및 냄새관리시설 성능감시시스템 

개발

영문
Ventilation evaluation of standard closed swine house 

and odor management facility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 402-82-15272

주소
(우)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백제대로 567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서일환 직위 조교수

연락처
직장전화 063-270-2**0 휴대전화 010-****-5001
전자우편 ih**o@jbnu.ac.kr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2020. 6. 1 - 2021. 6. 1 (12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2020. 6. 1 - 2021. 6. 1 (12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500,000 16,670 150,030 516,670 150,030 666,700

1단계 1년차 500,000 16,670 150,030 516,670 150,030 666,700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립축산과학원 김중곤 농업연구사 063-***-7407
kjk9207@

korea.kr

공동

연구책임
국립연

㈜이지팜 김종현 책임연구원 010-9***-8716
ksimonj@

ezfarm.co.kr
공동

연구책임
중소기업

연암대학교 송준익 교수 010-2***-2806
sjunik@hanmai

l.net
공동

연구책임
대학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담당자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등

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 년     9 월       2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5 -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1세대 스마트 플랜트팜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애니멀팜 산업화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번호 320096-1

기

술

분

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LB0608 40% LB0904 20% LB0504 20%

농림식품

과학기술분류 AB0203 100%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축사표준설계도 무창형 돈사 환기 평가 및 냄새관리시설 성능감시시스템 개발

전체 연구개발기간
Ventilation evaluation of standard closed swine house 

and odor management facility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총 연구개발비
 총   666,700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00,000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166,700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O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기재)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 6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 CFD를 활용한 무창형 돈사의 환기 성능평가 및 개선안 제시

- 무창형 돈사 배출 냄새물질 관리를 위한 바이오커튼 표준곡선 분석

- ICT 기술 활용 냄새물질 관리시설의 실시간 성능 감시 및 알림 서비스 개발

- 무창형 돈사 냄새저감 시설별 성능 모니터링

전체 내용

○ 전산유체역학(CFD)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한 돈사 

환기성능평가를 수행함
 -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기 검증된 CFD 모델을 활용하여 축사표준설계도를 

대상으로 무창형 돈사(비육사, 자돈사)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함

 - 계절별, 환기량 별 온도, 환기량 등 주요 환경요인에 대한 설계를 수행함

 - 설계된 조건에 따른 CFD 모델연산을 수행하며, 내부의 지역별 환기량, 유동장,  

 - 온도분포 등 공기유동학적 분석을 통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일반적인 환경조건의 모델링 조건을 설정 후 

개선방안제시

○ 무창형 돈사 배출 냄새물질 관리를 위한 바이오커튼 표준곡선 분석
 - 무창형 돈사 설치 바이오커튼 시설의 축산환경 정화효과 조사

 - 환기용량에 따른 무창형 돈사 설치 바이오커튼 시설의 냄새물질저감 표준곡선 작성

 - 축사냄새물질 포집 및 분석

 - 축사내외부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 측정

○ ICT 기술 활용 냄새물질 관리시설의 실시간 성능 감시 및 

알림 서비스 개발
 - ICT 활용한 축사 내·외부 환경정보(온습도, 암모니아) 및 환기량 실시간 감시 

시스템 개발

 - 축사 냄새물질 관리 시설의 성능관리 및 알림 서비스 개발

 -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범적용

 - ICT 환경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 무창형 돈사 냄새저감 시설별 성능 모니터링
 - 돈사 냄새 저감 시설별 현장 모니터링

 - 악취저감 장치(바이오필터, 바이오커텐 2종, 밀페형 등) 상대 평가

 - 악취 저감을 위한 현장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설 관리 기준 제시 

연구개발성과 

- 표준돈사설계도에 제시된 돈사의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을 통해 돈사의 환기성능평가 및 온도 

및 유속분포 등 환경조건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함. 

- 바이오커튼에 의한 표준곡선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정화효과를 파악하고, 환기량에 따른 

냄새물질 저감 표준곡선을 작성함

- ICT기술을 활용하여 축사의 내/외부 환경정보 및 환기량의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개발하고, 

외부환경정보 데이터와 연계하였음. 또한 축사 냄새물질 관리시설의 성능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냄새물질 관리시설의 저감성능을 시각화하고 알림서비스를 개발함.

- 무창돈사배출 악취제어 시스템의 종류별 현장모니터링을 수행함. 악취 저감장치들의 

저감효과를 상대평가하고,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관리기준 매뉴얼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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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현장적용방안
 - 표준설계도 기반의 시뮬레이션 모델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적용을 위한 시방서 작성

 - 축산환경 문제와 연계하여 표준설계도 개선안 도출 

 - 현장적용을 위한 교육자료 확보

 - 돈사배출냄새물질 성능감시 및 알림서비스 개발

 - 농가 적용 악취 저감 장치 관리 매뉴얼 작성

 - 축사 냄새물질 관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냄새물질저감 시설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

○ 기술적 측면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설계도 개선을 통한 활용성 향상과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고도화

 -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시설차원의 대응방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매뉴얼 개발을 통하여 미래  

산의 시설 기초를 마련

 - 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 적용하여 환경오염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 및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는 기술 확립

○ 경제적·산업적 측면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돈사의 환기 성능 평가 및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종 센서 및 환경 관리 제어장치 개발

 - ICT 기반 축산시설 환경 변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최적 온습도 관리, 환기 성능 관리 등의 과학적 사양관리에 따른 양돈 생산성 증가

 - 축사 시설의 악취 민원 근본제거체계 구축

 - 악취관리 시스템 정립 및 보급으로 악취방지를 위한 이중 투자 방지

○ 사회적 측면
 - 국산 ICT 장비 개발 환경의 개선 및 국산 장비의 사용자 편의성 강화로 국산 ICT 산업 생태계의 활력도 제고

 - 축사 시설 및 악취제이서실의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

 - 악취제어 장치 설치로 인한 혐오감 시설 이미지 탈피

 - 친환경 축산으로 인한 안전 축산물 생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 가능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건수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ㆍ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표준

생명자원

화합물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1 1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

구입

기관

연구시설

ㆍ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

비고

(설치장소)

ZEUS

등록번호

국문핵심어

(5개 이내)
돈사 전산유체역학 축산냄새 환기시스템

영문핵심어

(5개 이내)
CFD Livestock odor Pighouse Vent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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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1. 국내 축산현황

❍ 국내 축산업은 녹색혁명, 축산혁명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집약적인 생산체계를 갖추
고 있으며, 축산업 생산액은 19.2조원으로 농림업 생산액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16), 축산물의 소비량도 70kg(’90)에서 137.2kg(‘15)로 증가하고 있다.

❍ 돈사의 경우 밀집사육으로 생산성은 향상되었지만, 축산냄새로 인한 민원의 증가와 
가축분뇨의 처리에 따른 환경적인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축산업의 발
전을 위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 축산냄새의 경우 특히 공기유동에 의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시설의 환기 구조적인 개
선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표축축사설계도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1.1.2. 축산냄새 민원증가

❍ 축산업은 농업 전체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식량 산업으로서 자리하고 
있지만, 축사시설의 대형화, 밀집화는 축산냄새와 가축분뇨 처리 등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으로의 발전을 위협하고 있음. 축산
냄새의 주요 원인 물질인 가축분뇨의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8년 
기준 연간 약 5,101만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돼지 분뇨가 약 
40%(2,069만 톤)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가축분뇨 발생량(만 톤) : (’14) 4,623 → (‘15) 4,653 → (‘16) 4,699 → (’17) 
4,846 → (’18) 5,101

그림 2 가축사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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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악취민원 발생 건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악취 민원은 22,851건
으로 2008년에 5,954건에 비해 284% 증가하였으며, 전체 악취 민원 가운데 축산시
설 관련 악취 민원은 2017년 기준으로 26.7%(6,11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 악취민원 건수 연도별 추이

 그림 4 주요 사업장별 악취민원 건수(2017년)

❍ 축산냄새는 감각․주관적인 오염물질로, 축산농가의 전업화와 기업화에 따른 축산시설
의 규모화 및 밀집화, 귀농인구의 증가, 신도시 개발과 같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축산시설과 주거지간 이격거리 감소 등으로 축산냄새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
익위원회가 2018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악취 민원은 2005년도 이후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6년도 악취민원은 24,748건으로 전년도 대비 67%가 
증가하였다. 2016년에 발생한 민원건수 15,573건 중 약 27.7%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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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축사악취 민원 분석한 결과, 축사와 거리가 1km 이내일 때 전체 민원건수의 
83.4%이고 축종별로는 돼지 악취가 206건(34.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한우 악취 
137건(23.0%) 순이었다. 따라서, 돈분에 대한 악취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5 <2017년도 거리별 악취민원 발생 현

황>
(출처 – 전국 축사악취 기획저사 결과 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2018))

  
그림 6 <2017년도 축종별 축사 악취민

원 발생 현황>
(출처 – 전국 축사악취 기획저사 결과 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2018))

❍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악취배출원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법으로 축산 시설의 현대화 및 과학적인 악
취 관리 기반 강화 방법으로,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IoT)등을 결합한 악취관측(모니
터링)시스템 표준화 및 보급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개정(2020년 적용)으로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
다. 양돈의 경우 무창형 돈사는 축사 밀폐로 인한 암모니아 가스농도 상승 등의 문제
점이 있어 축사설비 제어로 축사 악취 관리 필요하다. 또한 축사 악취 민원 해결 및 
축사 냄새물질 관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ICT 기술 활용 축사 배출 냄새물
질 저감 시설의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 및 알림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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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무창형 돈사의 증가

❍ 무창돈사는 우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개방형(윈치) 돈사의 반대개념으로서 기계적인 
설비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돼지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개발되어져 왔음(Smith et al., 1987). 양돈
의 경우 돈사 형태는 윈치돈사가 77.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대규모 
사육농가의 경우 무창돈사의 비율이 높고(5천두 이상 농가의 무창돈사 비율 75.4%) 
매년 무창돈사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임(농림부·농협중앙회, 2007). 환기방식에 따라
서 무창형축사가  46%, 개방형 축사가 41%, 간이축사는 7%, 기타축사는 6%로 무창
축사의 비율이 가장 높다(2015, KOSIS). 또한 축사의 사육규모가 클수록 무창형(기
계식)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무창형 돈사의 증가 추세에 따라 표준설계도의 
활용성 향상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a. 무창형 비육돈사 내부 b. 무창형 자돈사 내부

 그림 7 무창형 비육돈사/자돈사 예시 

그림 8 축사형태별 농가 수 및 비율(2015,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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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사의 경우 과도한 체열과 수분, 부유먼지,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의 제거와 안정적
인 호흡을 위하여 신선한 공기의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환기가 이루어진다. 환기가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동이 집중되는 구간과 정체되는 구간이 발생 할  
경우 가축사육의 생산성 저하와 분뇨 퇴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기의 경우 비
가시적이고 다양한 환경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적정한 환기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성장단계 체중(kg)
최소환기

(Minimum rate)
최대환기

(Maximum rate)

분만모돈과 포유자돈 180 34 850

이유자돈 5.5-13.5 3.5 43

자돈 13.5-34 5 60

육성돈 34-68 12 130

비육돈 68-100 17 205

임신돈 145 20 255

웅돈/종모돈 180 24 510

 표 2 기계적 환기 시스템에 대한 적정 환기율



- 21 -

1.1.4. 축사 배출 냄새물질 관리시설의 성능 표준곡선의 필요성

❍ 축산냄새를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해 현재까지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여러 가지 
냄새저감시설들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지만 축산시설의 악취민원 증가 등 현장에서
의 저감 효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기존에 개발된 축산냄새 저감시설들이 다양한 환경조건에 따른 성능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용되고 있어, 환기량 변화나 다양한 환경변수 변화 등에 
따른 축산냄새 저감시설의 성능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 따라서, 환기조건별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축산냄새 저감시설의 실제 저감 효율에 대
한 성능 표준곡선 제시를 통해 배출저감시설의 운용․관리 및 냄새배출 저감전략 수립
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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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2.1. 국내 기술 현황

☐ 축산을 위한 악취저감 및 관리방안 마련

❍ 축산 농가 주변의 악취 민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악취관리 모니터링 및 악취 자
동화 관리 기술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나 악취 관리 기본 매뉴얼이 아직 작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악취의 발생원인 등 관련 기초, 원천기술을 포함하는 악취제
어시설의 개발, 현장운용의 설비 등 기술이 아직은 초보적 수준이다(공동자원화센터 
평가. 2013)

❍ 가축 분뇨처리 단계에서 악취는 주로 약액세정방식, 화학적 산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악취의 포집 및 자원화 관련 연구가 초보적 수준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 돈사 악취제어 방법으로 유카추출물, 식물성 천연향료, 미생물제제, 식물성 정유 등
을 돈사에 분무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지와 김, 2006)

❍ 양돈용 주요 원료사료에 대하여 in vitro 분석법으로 주요 악취물질 농도를 평가하였
다(축산원, 2008)

❍ 분뇨 저장조 내 볏짚덮개 설치에 의한 악취제어 기술 개발한 바 있다.(축산원, 2006)

☐ 국내외 연구현황 비교 및 필요 연구분야

❍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관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악취관리법상 시
설의 규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도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 이를 위한 제도의 개발 및 시설의 검증 기술의 기초기술 확립 및 매뉴얼의 확립이 
필요하다

❍ 영국, 스위스, 캐나다, 독일 등 슬러리 액비의 품질 및 악취 관리 규정이 확립되어 
있으나 아직 국내에는 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이다.

❍ 축산농가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료와 돈사 내 피트 슬러리의 발효 환
경이 연계된 악취저감 연구가 필요하다.

§ 축산농가에게 악취처리시설별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한 시
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축산악취 처리시설에 대한 정보 및 평가 체계 필요하다(분
야 : 악취관리)

§ 국가 주요 정책인 공동자원화와 같은 대규모 축산분뇨처리시설에는 지속적 악취 모
니터링이 필요하다(분야 : 악취관리)

§ 악취 방지 등 전문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 축산냄새 저감을 목적으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져 왔으며, 주요 냄새저감 시설로
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습식 스크러버, 이산화염소 분무장치, 활성산소 발생기, 
액비재순환 등이 개발 보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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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비교적 관리가 용이하고 냄새저감 효과가 우수한 바이오커튼이나 안개분
무 시설을 이용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스크러버>
<냄새물질 세정용 

쿨링패드>

그림 9 축산냄새물질 저감시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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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국내 시장 현황

❍ 경제·사회 전반에서 ICT 융복합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농업·농촌에 조속히 접
목·확산하여 농업생산·유통·방역 등 다양한 분야의 효율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하다.

❍ 축산 분야에 첨단 ICT 접목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스마트 팜 확산사업이 추진 중이며 확산사업을 통해 ICT를 축사 등에 접목하여 스마
트폰, PC를 통해 원격·자동으로 가축 사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돈 등 국제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는 분야부터 우선 적용하여 확산 거점 
마련이 필요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18년까지 1,350호를 대상으로 스마트 축사 보급
을 하고 있다.

그림 10 스마트팜 정부지원예산 및 보급실정(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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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도입을 위해서는 온·습도 환경 자동 제어장비, 사료 자동 급이 장비, 선별
기 등 시설현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나, 양돈 분야 사료관리와 환경관리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된 축사는 전체 축사의 5% 수준인 2,000동 이내에 불과하다. 양돈분야 자동화
된 농장 중에서도 ICT 기자재를 응용한 스마트팜 농가 비율은 전체 양돈농가 대비 
5.0%, 약 250여 농가로 추정된다. 관련 기업의 영세성으로 A/S 등 사후관리, 현장
지원도 미흡하며 농업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참여 업체(69개) 중 실제 보급실적이 
있는 기업은 26개(시설원예 15, 축산 11)에 불과하고 전체 업체 중 매출액 10억원 
미만이 43.4%(30개), 종업원 10인 미만이 60%(40개)로 전체적으로는 영세하다.

❍ 축종별 축사표준설계도가 제시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신뢰도 부족으로 이용률이 낮
다. 축사표준설계도 제시 모델의 공기유동학적 검증을 통한 환기 성능 평가 및 검증
이 요구됨. 축사 배출 냄새물질 관리(저감) 시설(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이 이용
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저감 효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경우가 많
다(민원, 분쟁).

☐ 국내 악취제거제 동향

❍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악취 감소 및 제거 기능이 있는 제제에 대한 시장동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조사한 첨가제업체 중 43개 업체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75개의 제품
에 대하여 조사되었다. 이들 조사된 제품의 사용용도는 사료첨가용, 음수용, 사료첨
가 및 분뇨 살포용, 분뇨살포용 등이 있었으며, 사료 첨가용이 70%로 가장 많았다.

❍ 조사된 환경개선제의 주요성분으로는 미생물, 효소, 식물추출물(Essential oil), 유기
산, 광물질(점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생물 제제가 68%로 가장 많았고 미생물 
효소 복합제(17%), 광물질(7%), 미생물-효소식물추출 복합제(3%), 식물추출물(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제제에 B, subtillis, S, cerevisiae, L, acidophillus, E, 
faecium, Latobacillus plantarium 등 순으로 많은 제제에 사용되었다.

❍ 주요 구성 미생물은 다양하였으며, 2∼4개의 균종을 사용한 제제는 59%로 악취제거 
미생물 제제의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주로 사료 첨가용 제제들임. 그리고 단일균종
(18%)을 사용한 제제는 사료첨가용, 음수용 등이 있으며 B. subtillis 와 광합성균을 
주로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제제들이 0.1-0.2%로 첨가하는 수준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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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조 및 

판매 업체

용도별 악취제거제

사료첨가
용

사료첨가 
및 음수용

음수용
사료첨가 및 
분뇨․바닥 

살포용

분뇨 
살포용

합계

업체 및
제제 수

43 44 1 2 15 13 75

분포 비율
(%)

- 59 1 3 20 17 100

 표 3 악취 제거제의 판매업체 및 용도별 시장 현황

❍ 국내의 악취시장 동향은 미생물제제와 물리적 장치 또는 화학적 약품을 이용한 시설
로 나누어지고 있다. 미생물제제는 시장조사 동향은 너무 광범위하여 사료에 혼합하
여 급이 하는 양만을 추정한다. 국내 축사에 설치되고 있는 악취저감은 바이오필터를 
이용한 악취저감 장치로 배기 팬 1대당 150만 원 전후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환산하였다.

§ 돈사의 무창화 비율을 40%, 계사는 25%로 설치되어 있는 환기 팬으로 환산하였
다.

❍ 사육농가에 설치되고 있는 악취저감 장치는 소형부터 대형까지 설치하고 있으나, 차
츰 대형화되고 있다.

§ 공동자원화시설 습식 스크러버 장치 설치조사(2013년)결과 4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 국내 악취산업의 규모 및 전망

❍ 국내 축산악취 산업은 1990년 중반부터 축산 규모가 대형화, 집단화, 규모화 되면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현재 중앙 집계보다는 각 지자체에 신고되는 민
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 제주도의 악취 민원은 해마다 가파르게 연평균 50% 증가하는 추세로 국내시장 규모
는 3,000억 원 이상이며, 향후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하나의 독
립된 산업분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구분 2011 20012 2013 평균성장률
민원건수 102 207 188(현재) 50

국내시장(억 원) 4,000 5,000 6,000 15

표 4 국내 악취 민원 증가율 및 시장 규모

     ※ 출처: 제주도청 민원자료, 2013. 12
     * 6,500농가(2013년 기준), 농가당 평균 2,000두 기준 산출



- 27 -

❍ 세계적으로 악취강화 및 친환경축산 개념이 도입되어 환경보전측면 뿐만 아니라, 사
회적․경제적 측면에서 농업과 농촌 문제의 중요성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고, 귀농 귀
촌 인구 증가에 다른 악취 민원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악취 민원은 지속적으로 2000년대 까지는 20% 전후 증가하였으나, 2000년부터 가파
르게 증가하여 매년 5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축산악취 민원은 지속
적으로 2∼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분 2010 2013 2018 2023

국내시장(억 원) 3,000 5,000 20,000 50,000

표 5 악취 시장 규모 및 전망

※ 출처: 미생물 현황(2011)

구 분 농가수, 호수 미생물제 설치비, 억 원 비고

소 150,000 2억 -

돼지 6,000 100만 원 3억 6,000억 원

닭 4,000 50만 원 2억 2,000억 원

계 8,000억 원

표 6 악취 시장 규모

❍ 농림축산식품부는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등 악취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을 국고보조로 지원하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1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지자체에서도 축산냄새 저감 및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
읍시의 경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5개년 계획(‘20~’24)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축산농장 냄새 저감 지속 추진’을 위해 23개 사업에 488억 6천300만원 투입 예정이
고, 전남도의 경우 ‘20년 국비 42억 원 등 총 사업비 187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 
처리 시설․장비와 악취저감 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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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현황

❍ 바이오커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으로 ‘ICT와 바이오커튼을 이용한 축사용 악취 저감 
시스템’(‘20, 정원에프앤디), ‘바이오커튼과 플라즈마 공법에 의해 생성된 활성라디칼
을 이용한 축사 악취점감 시스템’(‘19, 정원에프앤디), ‘축사 악취저감시스템’(‘19, 서
광그린엠), ‘바이오커튼과 이온수를 이용하여 축사의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17, 천용
삼) 등 다수의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다.

§  바이오필터관련해서는 ‘축사의 악취, ‘암모니아 및 먼지 저감설비’(‘19, 김귀봉), 
‘축사용 분진 및 악취제거장치’(‘09, 농촌진흥청), ‘축사용 분진 및 악취포집장
치’(‘06, 농촌진흥청),‘바이오 필터장치’(‘06, 농촌진흥청) 등의 기술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Keyword

실시간 악취 측정기기가 설치된 지역의 
기상 데이터를 측정하여 통신망을 통해서 

출력
사용자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단말기로 통신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표출하도록 함. 중앙 서버 시스템을 
포함하도록 한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
모니터링

돈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가축 축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법
Keyword

축사에 설치된 오디오 센서 및 비디오 
센서를 통해 비정상 구간 탐지

비정상 상황 발생 구간 경보 제공
돈사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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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현황

❍ 국내의 경우 TT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축사 내·외부 정
보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 TTA 스마트 농업 PG(PG426) : 축사 내·외부 센서 정보 수집을 위한 인터페이스, 안
전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센서 정보 저장과 공유를 위한 정보 서비
스에 대한 데이터 스키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FACT 단체 표준 : 축산시설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표준으로 사양관리 장치에 대한 세부 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이 표준에서는 축종별로 
사용되는 ICT 기반 사양관리 장치 19종에 대한 기계적, 전기적 인터페이스 규격과 
작동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있다.

❍ 기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중심으로 기 제정되어 있는 TTA 단체표준을 재정하고, 
이를 국가표준으로 2019년 내에 제정하는 작업 추진중에 있다.(출처 : ICT 표준화전
략맵,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2020)

그림 11 국내 표준화 현황

❍ 2015년에는 개폐모터 등 구동기 9종에 대해, 2016년에 센서 13종과 양액기 등 3종
에 대해, 그리고 2017년도에 스마트축사 센서 19종에 대한 공동규격(안)을 확정하여 
단체표준으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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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스마트온실 및 축사 ICT기기 단체표준 현황

(출처 : 스마트농업 기술 및 표준화 동향,  한국전자통신연구)

☐ 기타현황

❍ 축산농장 운영 시 발생하는 축사 내외부 악취저감를 위한 다양한 저감시스템을 구축
하고 운영하고 있다.

❍ 국내 축산 사육농가는 감소하고 규모는 대형화, 밀집화 되고 있으며, 축사 및 가축분
뇨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로 일반인들의 불평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악취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 축산농가에게 악취처리시설별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한 시설
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축산악취 처리시설에 대한 정보 및 평가 체계 필요하다.

❍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성분조사, 악취발생원인 구명, 악취확산 억제 및 악취제어 
기술, 악취물질의 자원화 등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였으나 상호 연계적이지 못하여 축
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통합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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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기술현황

❍ 축사 환경 데이터 이상상황 인지, 오차보정 및 실시간 피드백 기술 개발부분에서 현
재 외국의 ICT분야 기술의 발전은 개별 돼지 모니터링 및 제어에서 돈방 및 돈사 단
위 나아가 농장단위까지 관리가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대륙 간 관리도 가능하다.

❍ 농장주가 농장 안에서만 자신의 가축을 관리하던 시대에서 농장 외부에서 자신의 가
축을 직접 보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

그림 13 축사 환경, 축사시설 및 가축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 태국 라 자망 갈라 기술 대학에서는 축사 내 공기(malodor)와 활성탄을 통하여 흡입
한 공기(clean air)를 질량유량계와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하여 공기를 혼합하여 
e-nose를 통하여 공기의 질을 측정하고,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
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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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공기의 질 측정과 제어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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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냄새 분야 및 저감기술 현황

❍ 미국을 시작으로 1963년 대기정화법이 발효되면서 세계 최초로 시작되어 주로 미국
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 유럽에서 악취 관리는 표준으로 정한 악취측정법에 따라 지역에 맞는 수용체 중심
의 허용농도와 배출원에서 허용농도를 지정하는 경향이다.

§ 미국의 대기/폐기물 관리학회(Air & Waste Management Association)악취위원회
는 미국의 재료실험학회(American Society of Testing Materials, ASTM)에 기존
의 ASTM Method E679-91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제시한 바 있다.

§ 각 주마다 자체적으로 대기 중 악취 및 유발물질 항목과 그에 대한   제한 농도수
준 제시. 미네소타주의 경우 황화수소와 같은 개별 성분  농도규제 실시하였다.

§ 스페인과 유럽연합(EU)의 항구도시의 어시장 악취관리는 선진 유통관리시스템이 구
축되어 있다.

❍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을 위해서 가장 중점적인 연구로 가축분뇨 내 전염병원균 등 
위생적인 부분과 악취의 자원화에 많은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 가축분뇨 슬러리 중 오제스키 바이러스 생존과 온도와의 관계 연구(1991. Anette 
Botner)

§ 가축분뇨 중 바이러스의 불화성화 연구(1995. B.Hass, R.AH등)
§ 양돈슬러리 중 병원성 동물 바이러스의 파일럿 열적처리의 효과(1999. Claire 

Tuner 등) 
§ 가축의 전염병 오염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Infection animal disease and human 

health. 2012. M. J. Otte and D.Grace)
§ 가축분뇨로부터 암모니아 회수 연구(2013. AT.Ukwuani. 등)
§ 호기, 혐기소화액으로부터 막분리를 이용한 영양물질의 회수 연구(2013. M. Zhang 

등)
§ 가축분뇨로부터 영양물질 회수를 위한 광배양법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2013. D.A 

Burke)
§ 유리발포재를 이용한 탈취장치 보급 연구(2013. Soya)
§ 퇴비발효열 이용 재이용퇴비의 건조기술 개발 연구(2013. 축산환경연구소)
§ 축산 선진국은 사료조절, 축사내외 발효환경 개선, 생물 및 생화학적 기법을 활용

하여 악취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Song 등, 2010)
§ 축산악취를 가축 생산성, 인체 유해성 및 주민 민원과 연계하여 연구하고 있음(축

산원 보고서, 2012)
§ 생물학적인 악취제거를 위해 바이오필터 개발 및 악취저감 사료개발 등 근본적인 

악취발생 억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 2008) 
§ EU 등 선진국은 축사 및 환기시설과 연계한 악취저감 장치를 개발하고 있음(축산

원 보고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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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돈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줄이고 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액상 발효사
료 제조기술을 실용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Choi 등, 2012)

§ 계절별 돈사내 온도변화에 따라 피트 슬러리내 미생물 활성이 변하면서 생성되는 
악취물질에 차이가 있음(Yao 등, 2011)

§ 여름철 슬러리 내 활발해진 미생물에 의해 고형물 분해도가 높아지면서 슬러리 내 
BOD와 VFA의 농도가 증가됨(Williams와 Evans, 1981)

❍ 축산냄새 저감의 주요 기술은 미생물 제제, 축사 외부 바이오 커튼, 필터 장치, 방풍
벽 등이다. 국외에서의 연구적 동향을 분석하고 현재 국내역량과 함께 비교 분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

10년 후
국내 역량

산업화 기술 측면에서의 활용성

현재 국내 역량
세계적 

연구 동향
주요내용

주요활용분야
및 기술비중

Ÿ무창축사 
악취저감 미생물 

제제

Ÿ바이오커버를 
이용한 축사 외부 

악취확산 저감 
기술

Ÿ화학약품 이용 
악취 저감 기술

Ÿ방풍벽 이용 
바이오커텐 장치

Ÿ대규모 단지 
위주로 악취저감 

장치 설치 및 
설계중

Ÿ가축분뇨 
공동처리장 
악취저감 
기술개발

Ÿ축사 내부 화학적 
물질 이용 
악취저감 

연구(오존 등)

Ÿ축사 외부 
바이오필터 장치 

설치 및 이용

Ÿ악취저감 
방법과연계한 
축사 설계도 

Ÿ방풍벽 이용 
악취저감

Ÿ개방식 축사(돈사, 
계사) 무창화 및 

악취저감 장치 설계

Ÿ선진국 수준과 맞먹는 
악취저감 기술 보유 

가능

Ÿ개발도상국 등 
악취저감 기술 수출 

가능

Ÿ공동자원화시설 
악취저감 기술 보유

Ÿ개발된 악취저감 기술 
및 관리방법

Ÿ미생물 활용 방법 
매뉴얼 보급

Ÿ방풍벽 설계 매뉴얼 
확보

Ÿ공동자원화시설 
악취저감장치 설계 및 

저감기술 확보

Ÿ축사 내외부 악취저감 
방법 및 설계

Ÿ가축분뇨 공동처리장 
악취저감 장치 설계

표 7 국외&국내 기술역량

❍ EU 등 선진국은 축사 및 환기시설과 연계한 악취저감 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돈사 
주변의 방풍림 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교 연구팀(Aarnink 등, 2016)에서는 축사 내 공기를 최대한 
재순환시킴으로써, 내외부의 질병 유출입 최소화, 악취 배출 최소화, 환·동절기 환
기량의 효율적 증대, 이에 따른 공기질 개선 등을 도모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일본 농림수산성 축산환경 대책 추진과 지원시책 보고(2015)에 의하면 축산환경에 
대응한 악취발생 단계별 최적 관리 방법(광촉매탈취장치, 토양탈취장치, 경석탈취장
치 등)을 개발 중에 있으며 동시에 축산환경어드바이저 등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축
종, 사육방법 및 주변환경에 따라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대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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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양돈사양시설의 악취저감대책은 환경친화적이고 우월한 기술 
(Environmentally Superior Technology, EST)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EST는 축
산분뇨의 지하수 및 표피수로 유출 제거, 암모니아의 대기 방출 제거, 양돈사양시
설로부터의 악취 제거, airborne pathogens로 인한 질병제거, 영양분 및 중금속 
오염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바이오필터에 관한 연구는 우드칩을 재료로 사용할 경우 악취는 88-95%, 암모니아
는 64-93%, 황화수소는 9-66% 제거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
다.(Sheridan, ’09)

§ 음용수 소독 및 살균 혹은 공기정화를 위해 이용되던 오존을 축사내 악취를 저감하
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 연구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Kerr 등, ’08; Rumsey, 
’10)

☐ 시장현황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축산 악취대책이 필요하게 악취저감에 대한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바이오필터가 돈사 악취 저감에 가장 효과적인 기술로 평가 
되고있으며, 유럽의 경우 빅더치만을 비롯한 축산회사들의 주도로 바이오커튼 등의 
축사 냄새저감시설의 개발 및 판매가 활발하다.

§ 일본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기술이 일부 도입되었으나, 국내와 유사하게 대부분 개
방식 축사로 돈사로 이에 적합한 탈취기술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 경쟁기관 현황

❍ 네덜란드 Microfan B.V.사의 ARGOS M은 중앙 IoT 컨트롤 허브 기능을 하는 컴퓨
터와 환기 시스템을 포함하여 중앙 작동 장비로 되어 있음. 환기, 온도, 급이, 급수, 
조명을  Microfan B.V.사가 개발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이상 징후 발생 시 알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5 ARGOS 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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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owa State University의 Air quality engineering and livestock 
odor(AQELO) 연구실의 경우 Thermal desorption-multidimensional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olfactometry(TD-mdGC-MS-O)를 이용해 
축산분야에서 발생되는 악취 원인물질을 구명한 바 있다.

❍ 유럽의 경우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과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을 중심으로 환기방식
에 따른 암모니아 저감 연구 등을 추진한 바 있다.

☐ 지식재산권 현황

❍ 사물인터넷 관련 특허는 2001년 이후부터 특허가 출원되기 시작해 2009년 이후 급
격히 증가하다 최근 하락 추세에 있다. 

❍ 전반적인 사물인터넷 지식재산권 관련 기술 동향은 M2M/IoT Platform 및 
Architecture 기술과 사물간 통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 기술에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하였다.

❍ 중국기업인 ZTE와 Huawei는 주로 데이터 전송 시 MTC 단말에 베어러 리소스를 할
당하지 않음으로써, Network load를 감소시키는 기술에 특허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응용 특허 분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헬스, 스마트 에너
지, 스마트 교통, 스마트 소비, 모니터링 및 보안 등 광범위한 분야에 특허가 출원되
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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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현황

❍ ITU-T SG20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축사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화
가 시작되었지만, 스마트축사를 대상으로 요소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는 기구
는 아직 없다.

❍  ITU-T S20 : 브라질 ANATEL 주도로 IoT에 기반을 둔 스마트축산업을 위한 프레
임워크 및 능력을 규정하기 위한 표준(Y.IoT-SLF)을 제안하고 2020년 완료를 목표
로 진행 중이다.(출처 : ICT 표준화전략맵,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2020)

 
그림 16 ITU-T S20 표준화 현황

중국, BEIJING URBAN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Malodorous gas monitoring 
method(2019)

센서를 통하여 황화수소, 암모니아 및 VOC 
가스 농도 데이터 획득

SVM 및 Mean Shift 알고리즘을 통하여 
교정

분석 후 GPRS 원격 데이터를 통하여 공중 
네트워크 데이터 서버에 송신

malodor
monitoring

중국, SUZHOU CHENGTING AUTOMATION EQUIPMENT CO., LTD., Automatic monitoring air 
purification device(2017)

자동 모니터링 공기 정화 장치로, 공기 감지 
센서를 통하여 공기 오염도를 감지.

표준에 도달 할 때까지 공기가 다시 정화 후 
배출함

전체 공정 모니터링은 자동화 기술을 통해 
이루어짐

monitoring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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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기반의 스마트 농업에 관한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제 표준화는 ITU-T를 중
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미래네트워크와 클라우드 분야의 표준화를 담당하는 ITU-T SG13과 IoT 관련 표준
을 개발하는 SG20에서는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SG13에서는 
2012년도부터 네트워크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개요에 대한 표준(ITU-T Y.2238)을 개
발하였다. 이 표준은 네트워크에 기반한 스마트팜의 개요, 스마트팜 참조 모델, 스마
트팜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및 네트워크 기능들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에 
권고안으로 채택되었다.

❍ 스마트농업 참조 모델 중 생산단계에서 생산자가 생산환경을 제어하기 위한 기능들
을 정의하는 표준으로 2015년도부터 표준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생산 후 단계에 
대한 기능모델과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위하여 생산 후 단계 표준(ITU-T Y.POPS)을 
2015년부터 시작하였다.. 시스템 및 사용자 등 객체 간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는 스마트팜 인터페이스(ITU-T Y.ISG-FR) 표준이 2015년부터 개발 중에 있
다.(출처 : 스마트농업 기술 및 표준화 동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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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악취 개념 및 우리나라 악취발생 현황

☐ 국내 연구 현황

❍ 어미돼지를 대상으로 한 청보리 발효사료 연구를 통하여 사료조절을 통한 악취저감 
효과를 확인하였다(축산원, 2009)

❍ 돈사 악취제어 방법으로 유카추출물, 식물성 천연향료, 미생물제제, 식물성 정유 등
을 돈사에 분무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지와 김, 2006)

❍ 양돈용 주요 원료사료에 대하여 in vitro 분석법으로 주요 악취물질 농도를   평가 
하였음(축산원, 2008)

❍ 분뇨 저장조내 볏짚덮개 설치에 의한 악취제어 기술 개발한 바 있다.(축산원, 2006)

❍ 축산 농가 주변의 악취 민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악취관리 모니터링 및 악     
취 자동화 관리 기술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나 악취 관리 기본 매뉴얼이 아직 작성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악취의 발생원인 등 관련 기초, 원천기술을 포함하는 악취
제어시설의 개발, 현장운용의 설비 등 기술이 아직은 초보적 수준이다.(공동자원화센
터 평가. 2013)

❍ 가축 분뇨처리 단계에서 악취는 주로 약액세정방식, 화학적 산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악취의 포집 및 자원화 관련 연구가 초보적 수준으로 현장에 적용하기에 미
흡한 상태이다.(농협중앙회. 2012) 

❍ 생물학적인 악취제거를 위해 바이오필터 개발 및 악취저감 사료개발 등 근본적     
인 악취발생 억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 2008) 

❍ EU 등 선진국은 축사 및 환기시설과 연계한 악취저감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축     
산원 보고서, 2012)

❍ 일본은 돈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줄이고 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액상 발     
효사료 제조기술을 실용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Choi 등, 2012)

❍ 계절별 돈사내 온도변화에 따라 피트 슬러리내 미생물 활성이 변하면서 생성되     
는 악취물질에 차이가 있다(Yao 등, 2011)

❍ 악취민원은 2003년 이후 연평균 14.5% 증가하고 있고, 축산관련 악취는 약 7%로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2006, 환경부) 

❍ 축종별로는 양돈 관련 악취민원은 약 5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업 양돈농가      
의 경우 2년간 한번 이상 악취 민원의 경험이 있으나, 한우 및 젖소농가에서는      
대부분 깔짚 형태로 악취발생이 적다

❍ 지역별로 남부지방은 일관사육 비율이 높은 반면 경기도와 충남은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비육돈 생산비율이 높다.

❍ 양돈장 악취 민원은 분뇨살포, 돈사, 분뇨저장 순으로 높다. 
§ 분뇨살포(52%) >돈사(22%) >분뇨저장(17%) >사료관련(8%) >기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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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장과 일반 주거기설과의 이격거리가 짧아 악취민원이 상존한다. 
§ 호주 : 3.3km, 한국 : 1km 이내(59.4%, 악취민원 제기) 

❍ 악취저감시설 개발 및 농가보급 지연 
§ 막대한 비용(5천만~1억원/1동)소요로 농가보급이 어려움  
§ 농가의 자체 악취저감 시설투자 미흡 
§ 악취관리 전문가 확보 미흡 및 종합적인 연구에 접근하지 못함 

❍ 악취제어방법은 생물학적, 물리적 및 화학적 방법이 있으나 축산악취의 경우        
   한가지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종류 적용시기
 1. 암모니아

 2. 메틸메르캅탄
 3. 황화수소

 4. 다이메틸설파이드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6. 트라이메틸아민

 7. 아세트알데하이드
 8. 스타이렌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10. 뷰틸알데하이드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2005년 2월 
10일부터

 13. 톨루엔
 14. 자일렌

 15. 메틸에틸케톤
 16.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7. 뷰틸아세테이트
2008년 1월 

1일부터

 18. 프로피온산
 19. n-뷰틸산

 20. n-발레르산
 21. i-발레르산

 22. i-뷰틸알코올 2010년 1월 
1일부터

표 8 지정악취물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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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외부 악취제거 기술

❍ 시설 및 환기 관리
§ 개방식 축사보다 무창식 축사가 배출되는 악취를 제어하기가 쉽다. 
§ 축사 내에서 발생되는 먼지는 환기 과정 중 축사 밖으로 배출된다. 

❍ 축사 배기휀으로부터의 악취포집 유리 

☐ 배기가스 악취 처리 기술

처리기술명 기술의 간단한 설명

바이오필터
∙ 악취가스를 필터에 통과시켜 미생물에 의해 악취물질들을 
   산화하여 제거하는 방법
∙ 유지관리비 저렴     ∙ 복합 악취에 대해 처리 성능 우수

활성탄 흡착법

∙ 활성탄에 악취물질을 흡착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
∙ 악취물질 농도가 수 ppm으로 낮은 경우 설치비 등이 저렴
   하고 장치 간단
∙ 고농도의 경우 교체 비용 및 유지관리비 매우 높음

생물적 화학적
습식 스크러버

∙ 악취가스를 충전탑에 통과시켜 물이나 화학물질을 살포하
   여 화학반응이나 생물반응이 용이하도록 하여 악취 제거
∙ 설치비 및 폐액 처리비용 고가
∙ 산성 및 염기성 악취물질 동시 존재시 처리 성능 저하

플라즈마 ∙ 악취가스를 플라즈마를 통과시켜 산화하여 제거
∙ 장치비용 고가, 고농도에서 효율 저하

오  존
∙ 오존을 악취를 산화할 수 있도록 통풍 공기에 주입
∙ 위험성 문제 때문에 고농도 오존 사용이 어려움
    → 고농도 악취에 적용 불가능

이산화염소

 ∙ 이산화염소의 장점은 유기물을 산화시키지 않는다.
 ∙ 산소계 살균소독제로 염소계(락스류)보다 산화력이 약 2.5배
    강함
 ∙ 바이러스 및 녹조류 제거에 넓은 pH 영역(2～10)에서 
    살균력 발휘

표 9 배출 악취 제어기술 종류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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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와 같은 오염물질을 함유한 배기가스의 오염물질들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은 습식세정기(wet scrubber), 흡착법, 소각법, 바이오필터, plasma 등
의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 활성탄 또는 제올라이트와 같은 흡착제가 충전된 충전탑에 악취가스를 통과시켜 악
취물질을 제거하는 흡착법의 경우, 흡착제의 재생 또는 교체 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
기 때문에 양돈시설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경제성과 효율성, 조업의 편리성 등을 고려할 때 축사, 분뇨저장 시설, 폐수처리 시
설 등과 같은 양돈시설들에서 배출되는 악취 처리에 적용 가능한 기술은 습식세정법
이나 바이오필터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배출 악취가스를 처리함에 있어 가장 효
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은 바이오필터이며,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용되고 있다. 

기 술 특   징 장  점 단 점 비 용

바이오
필터

∙ 악취가스를 퇴비, 우드칩,  
세라믹 등과 같은 담체에 통
과시키면서 생물작용에 의해 
악취물질이 분해됨

∙ 악취저감 
효율 매우  

우수

∙압력손실로 인
해 특수 fan 설
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음

6,000원~
10,000원

/두

습식
스크러버

∙ 악취가스를 담체에 통과시
키고, 물 혹은 약품을 반응기 
상단에 스프레이, 생물 혹은 
화학적 작용에 의해 악취물질
이 분해됨

∙ 악취저감 
효율 우수

∙시설비와 운전
비(약품비)가 고
가, 폐수처리 필
요

-

표 10 축사에서 배출되는 악취가스 처리방법 비교

☐ 습식 세정기

❍ 배기가스 중의 악취저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습식세정법인 스크러버나 바이오스
크러버(bioscrubber) 등이다. 스크러버는 축사 배기악취 공기를 세정기에서 악취물
질을 흡수, 중화, 또는 산화 분해할 수 있는 화학 세정액들과 접촉시켜 처리하는 방
법이다. 약액 세정기는 수용성, 산알카리 반응성 가스의 처리에 유리하고 중간 규모
의 시설에 적합하다. 설치비가 다소 저렴하긴 하지만 약품 사용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문제의 유발과 운전비가 많이 소요되며,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의 처리에는 효과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약액 세정기는 대규모 양돈시설에 적용하기는 부적합한 것
으로 생각되지만 양돈 규모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볼만 하다.

❍ 바이오스크러버는 악취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탈취 미생물 배양액을 악취를 함유한 
배기가스와 접촉시켜 악취물질을 살수액에 용해시켜 탈취 미생물들이 이들 물질을 
분해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복합 악취물질의 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양돈시설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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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습식 세정기들은 약 90% 이상의 탈취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정기
는 이산화탄소, 분진, 세균과 곰팡이 포자의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외국에서도 양돈
시설에 습식 세정기를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않고 있으며, 돈사 악취제거용의 공기 
세정기를 현재 개발 중에 있거나 일부 상용화 단계에 있다.

❍ 습식가스 세정시스템(Wet scrubber system)이 계속적으로 환기가 되고 있는 돈사
에서 냄새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습식가스 세정시스템이 작동되
는 동안에는 물이 뿌려지면서 먼지 입자들을 제거시키는 휀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된
다. 특별한 수분제거 시스템이 수분뿐만 아니라 먼지도 함께 제거되도록 하게 해 준
다. 이러한 방법은 휀의 에너지 효율과 공기흐름을 줄어들게 하지 않으면서 효과를 
볼 수 있다.  

❍ 배출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배기팬에 습식 스크러버를 부착 사용하는 방법으
로 팬의 공기유속을 23% 이하로 감소시키나 먼지 제거, 수용성인 암모니아 저감율은 
약 30～52% 정도였다는 보고도 있다. 

그림 17 측벽 배기팬에 부착 먼지와 악취제거 예

❍ 또 다른 연구에서 돈사의 환기공기를 대기로 배출하기 전에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습식 scrubbers를 개발하였는데, 실제로 이 시스템은 공기유동을 방해하지 않으며, 
물로 세척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리노이대학에서 개발한 이 시스
템은 팬효율은 1.5% 밖에 감소시키지 않으나 공기 중 먼지는 질량기준으로 80%까지 
감소시킨다. 물은 공기 중의 수용화합물을 흡착하므로 습식 scrubber는 공기와 물의 
접촉시간, 물 사용량 등에 따라 공기 중의 전휘발 유기화합물의 1/3∼2/3을 제거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 이들 습식 세정기들은 초기에는 약 90% 이상의 탈취율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경과할
수록 물만으로는 악취를 제어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반드시 추가적으로 화학적인 
약품에 의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44 -

☐ 바이오필터

❍ 악취저감을 위해 현재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무창축사 내 설치하는 생물여과방법과 
무창축사 시설 중 피트 내 슬러리  저장조에 연계 또는 측벽 배기휀에 적용하고 있
는 환기시설에 생물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현재 농가에 적용 중인 시설의 환
기용량은 대부분의 경우 생물여과에 필요한 환기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생물여과 
적용 시에는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설 내의 부유먼지가 생물여과장치
의 환기팬에 부착하여 결과적으로 환기량 감소로 인해 제거효율이 감소할 수 있어 
먼지제거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 배출되는 악취를 처리함에 있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은 바이오필터이며,  
외국의 경우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돈사에서 발생한 악취를 탈취하기 위한 
생물학적 여과 기술은 악취를 미생물, 산소, 수분 및 영양물질 등이 충족되어 있는 
충전물질에 통과시켜 물과 CO2 등 무해성분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으로써 1960년대 
후반에 독일의 축사에서 최초로 이용되었고, 1984년에 스웨덴에서 사용되었다(Bohn, 
1996)고 알려져 있다. 

❍ 생물학적 여과장치인 바이오필터 시스템은 필터의 재질로 이용되는 톱밥, 우드칩, 왕
겨 등이 대기 중으로 개방이 되어 있으면 개방형 바이오필터라 하고 이들이 밀폐되
어 있으면 밀폐형 바이오필터로 불리어진다. 

그림 18 생물여과장치 악취처리 방식

❍ 생물여과단은 밀폐형 사육시설 중 슬러리 피트에 적용하고 있는 환기시설에 생물여
과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를 처리할 수 있는 저감방법이다. 
여과물질은 다공성이 있어야 되며 혼합배양토, 목편, 부피성 톱밥, 퇴비 등을 이용하
며 두께는 25～50 cm 정도로 설치한다.

❍ 생물여과의 설치규모는 환기량 0.4885m3/s당 생물여과 면적이 4.6～8.0m2가 일반
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농가에 적용중인 시설의 환기용량은 대부분의 경우 생
물여과에 필요한 환기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생물여과 적용 시에는 추가적인 설비
가 필요할 것이다. 

❍ 시설 내의 부유먼지가 생물여과장치 환기팬에 부착팬 결과적으로 환기량의 감소로 
인해 제거효율이 감소할 수 있어 먼지제거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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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는 50～90% 라고 보고되고 있다.

❍ 국립축산과학원에서의 연구결과 겨울철 밀폐환기 적용 시 최대 악취물질 95%의 저
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름철의 경우는 내부 온도 상승에 따라 환기량
을 늘리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생물여과 장치는 덮개시설을 적용한 퇴비 
저장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개방형 바이오필터 설치방법

❍ 국내 무창돈사 측벽 배기홴에 부착된 개방형 바이오필터는 그림과 같다. 이 때 개방
형 바이오필터의 충진(充塡)물질을 통과하는 악취가스는 밀폐형 바이오필터와 마찬가
지로 확산, 흡착 그리고 생물학적 분해 단계를 거치게 된다.

❍ 주요구성은 공기저류부, 메인부(바이오필터), 배출부로 되어 있다. 개방형 바이오필터
에 이용되는 필터에 여재는 왕겨, 볏짚, 톱밥 및 우드칩을 사용한다. 

그림 19 개방형 바이오필터 시스템

❍ 개방형 바이오필터 설치효과는 바이오필터에 부자재를 충진하여 한 여름철 최대 배
기 시 바이오필터 외부로 배출되는 공기 속도 측정은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
터상의 높이가 60cm 인데 비하여 충전된 필터여재는 최대 30cm이었으므로, 필터 
상부 10cm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볏짚(.0.72 ㎧), 
우드칩(0.64 ㎧), 왕겨(0.48 ㎧), 톱밥(0.17 ㎧)순으로 측정되었다. 

 구분 공기 속도

  왕 겨 0.48

  볏 짚 0.72

  톱 밥 0.17

  우드칩 0.64

* 측정돈사 : 고상식돈사

표 11 바이오필터 여재 종류별 공기투과 속도(un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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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기간 동안 초기 5일째 부자재에 따른 가스 및 먼지의 변화는 가스검지기
(GV-100)에 의한 간이 측정시 암모니아(NH3) 농도는 볏짚(7 ㎎/ℓ), 왕겨(4 ㎎/ℓ), 
톱밥(3 ㎎/ℓ) 및 우드칩(3 ㎎/ℓ)로 측정되어 부자재 사이의 공극율이 높은 볏짚이 
높게 나타났다. 황화수소(H2S) 측정결과 암모니아와 동일하게 공극율이 높은 볏짚이 
1 ㎎/ℓ로 검출되었으나 나머지 부자재는 검출되지 않았다.

❍ 부자재에 따른 필터외부에서의 먼지측정 결과 볏짚(99 ㎎/m3), 왕겨(53 ㎎/m3), 톱
밥(38 ㎎/m3) 및 우드칩(41 ㎎/m3)으로 측정되어 볏짚은 여재 특성상 함유하고 있
는 자체 먼지가 볏짚간의 넓은 공극에서 발생하는 먼지 및 돈사 내부의 먼지가 혼합
되어 필터 외부로 배출되어 돈사 내부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구  분 NH3, ㎎/ℓ H2S, ㎎/ℓ Dust, ㎎/m3 CO2, ㎎/ℓ

돈사내부 13 4 93 780

왕 겨 4 N.D. 53 510

볏 짚      7 1 99 550

톱 밥   3 N.D. 38 380

우드칩     3 N.D. 41 470

* Measured by gas chromatography , 측정돈사 : 고상식돈사

표 12 바이오필터 통과 후 악취가스 농도

❍ 바이오필터는 양돈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물질과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을 미생물의 
분해작용에 의해 무취한 이산화탄소나 물로 분해시키는 방법으로 저농도 악취제거에 
효과적이다. 바이오필터 충전제로는 목편, 퇴비, peat, 세라믹, 다공성 고분자 물질 
등 다양한 재료들을 충전제로 사용할 수 있다. 바이오필터의 수명은 약 10년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탈취효율은 80~95%의 우수한 탈취효율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지만 여름철 최대 환기시 부하를 받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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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 확산의 방지

❍ 악취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먼지이므로 무엇보다도 악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제거를 위한 시설을 필요로 한다. 먼지제거 장치로는 먼지제
거기 또는 방풍림이나 방풍벽 등이 있다.  

❍ 방풍림(shelterbelts)이나 방풍벽(windbreak walls)을 설치하거나 악취원들이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들이 악취의 확산과 희석 기술들이다.

❍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 방풍림의 설치는 방풍림에 의해 난류가 증가되어 악취공기를 희석시켜 주는 효과의 
향상과 나뭇잎에 의한 악취가스 흡착에 의한 악취저감 효과이다.

❍ 방풍벽이든 먼지제거 장치이든 반드시 축사의 환기에 영향을 주지 않게 설계를 하여
야 할 것이다.

❍ 바이오 커튼과 방풍댐 이용 악취저감 
§ 측벽배기를 하는 무창돈사에 반쪽하우스 형태의 파이프 구조에 차광막처럼 된 커버

를 씌워 돈사내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악취를 줄이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림 20 <바이오 커버와 방풍댐 이용 먼지와 악취확산 방지>

§ 암모니아 농도는 바이오커튼, 방풍댐과 미설치(대조구)에서 뚜렷한 유의적 경향이 
없으나 일일에는 약간의 변화를 가능성을 보였으며, 바이오커튼과 방풍벽에서 나타
난 측정수치는 아마도 암모니아나 악취를 낮추지 못하나, 바람으로 악취를 대기로 
상승시키게 하는 경향으로 악취가 이웃에 도착 전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희석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즉 사람이 지면에서 낮은 악취 농도를 검지하므로 바이오커튼이나 
방풍벽에서 가스가 없는 경우로 비유되고 있다.

§ 한정된 평가를 기초로, 방풍벽과 혹은 바이오커튼이 임신돈사와 분만돈사로부터 배
출되는 악취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먼지 측정은 
실험 처리별로 방풍벽과 바이오커튼에 남아있는 먼지입자 크기에서 다양한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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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방풍림 이용 악취 확산의 방지

❍ 방풍림(shelterbelts)을 설치 방풍림에 의해 난류가 증가되어 악취공기를 희석시켜 주
는 효과의 향상과 악취를 먼 거리 까지 이동 시키는 것의 감소효과, 방풍림 나뭇잎에 
의한 악취가스 흡착에 의한 악취저감 효과 등을 볼 수가 있다. 

❍ 아직 국내에서 검증은 안 되었으나 농장 주변에 방풍림 등을 적절하게 심어 조경하
면 돈사로부터 나오는 먼지나 악취물질의 장벽을 만들어 악취를 분산 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악취에 대한 불쾌감을 줄일 수 있다 하고 있다. 단 나무의 성장기간이 필요하
다. 적어도 2열의 나무가 필요하고, 3열이 좋다고 추천되고 있다. 

❍ 추천되는 나무들은 회양목, 노송나무, 산호주, 사철나무, 무궁화나무, 진달래과 나무 
등이 악취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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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1. CFD를 활용한 축사표준설계도 무창형 돈사 환기 평가 및 냄새

관리시설 성능감시시스템 개발

2.1.1. 2016년 축사 표준설계도(돈사)

❍ 표준축사설계도는 농림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각 축종별(닭·오리, 한우, 낙농, 양돈
가금)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축사표준설계도(돈사)편을 참고하였다. 
표준돈사설계도의 구성은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으로 분리되어있다. 건축도면은 번식돈
사, 자돈사/육성돈사, 비육돈사를 대상으로 피트평단면도, 평면도, 입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ICT설치평면도, 상세도, 천장평면도로 구성된다. 구조도면은 번식돈사, 자
돈사/육성돈사, 비육돈사를 대상으로 피트의 평면도/단면도, 지상과 지붕의 구조평면
도, 구조입면도, 부재리스트, 상세도로 이루어져 있다. 표준돈사 설계도의 경우 건물
의 건축단가(시공비)는 평당 300~ 350 만원으로 산정되어있으며, ICT장비의 가격은 
별도 이다. 표준돈사의 운영비의 경우 농가의 운영방식 및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제시하기가 어렵다. 육성/자돈사와 비육돈사는 세부적인 크기를 제
외한 돈방형태 / 환기시스템 등 설계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연구에서는 비육돈
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육돈사는 23.6m, 전체길이는 72m, 지붕최고높
이는 7.26m이며, 총 10개의 돈방이 5개씩 2열배치되어있으며, 각 돈방은 10.85m * 
14.55m로 설계하였다. 하나의 돈방에는 총 6개의 구획이 3개씩 2열배치 되어있다. 
돈사의 환기 구조는 돈방 끝에 위치한 2개의 배기팬을 통해 강제 배기가 이루어진다. 
이후 한 돈방에 총 8개의 중천장의 입기구가 위치하여있으며, 지붕의 양 끝단에 위치
한 2개의 창문에서 외부 공기가 유입된 후 중천장 공간에서 체류·이동한 후 각 돈방
에 위치한 입기구로 공기가 유입된다. 

그림 22 축사 표준설계도(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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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자돈/육성돈사와 비육돈 설계도 비교 

❍ 돈사 내부는 밀폐된 공간으로서 가축분뇨의 호기성 및 혐기성 발효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 와 돼지의 사료, 피부표면, 털, 마른 분변, 갈짚, 건축자제등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에 작업자와 돼지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축사 내에서는 이러한 가스 
및 분진 등을 적정한 환기를 통해 외부로 배출해주어야 한다. 또한 환기를 통해 내부
에 균일한 온도와 습도분포를 유지해주어 사육에 적정환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한다.

❍ 표준 돈사 설계도에 환기 관련된 내용은 도면번호 M-02, M-03에 기재되어있다. 
M-02에는 장비 일람표를 통해 돈사에 설치되는 배기 팬과 굴뚝 팬의 돈사유형별 설
치수량, 형식, 설치위치, 풍량, 동력, 규격, 전원 등 상세 내용이 설명되어져있다. 하
단부에 환기량 산정기준을 위한 설명은 미국 중서부 기준 환기량을 참고로 하고, 고
온 환기 추천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며, 30% 정도를 더 한 값을 적용한다. 이는 자
료가 1992년도로 오래되었고 돼지 품종 변화로 인해 크기가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져 있다. 도면번호 M-03의 유지관리 시방서에 환기관리에 대한 내용은 최소 
환기, 환기요구량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최소 환기는 돈사 내 최소 환기로 유해가스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최소 환기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배기가스의 유해가
스 농도가 짙어지지 않도록 권장한다. 전체 돈사의 환기요구량은 환경온도에 따라 적
정 환기량을 산정하도록 제시 되어 있으며 미국중서부 기준 환기량(MWPS-8)을 참고
하고 있다. MWPS-8은 사육단계 별로 두당 필요 환기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
으며, 환경온도는 저온기, 적온기, 고온기로 분류되어있다. 풍량 조절을 위한 기준은 
“환기팬은 온도센서 등에 의해 작동하는 경보체계와 연동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게 한다.”라고 대략적으로 작성되어있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경계조건 
입력 값을 선정하기 위해 환경온도에 따른 환기요구량 기준 중 비육돈을 대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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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표준축사설계도(돈사) 장비일람표 (M-02) 

그림 25 표준축사설계도(돈사) 환경온도에 따른 환기요구량(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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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시뮬레이션 툴

❍ 표준돈사설계도에 제시되어있는 돈사의 시뮬레이션 툴은  크게 설계하고자하는 모델
의 외형을 디자인하고 내부 격자를 설계하는 Pre-processing 과정과 연산영역 
(Computational domain)을 통해 유체의 유동학적 연산을 수행하는 Main-solver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pace-claim(2020 R1, ANSYS Inc, USA)을 통해 
돈사의 전체적인 외형을 설계하고 돼지 모형을 구현하였다.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의 전처리 툴인 Meshing(2020 R1, ANSYS  Inc, 
USA)을 사용하여 격자망을 설계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설계된 외형 내부에 격자망
을 형성하고 Boundary Condition의 설정 등에 사용된다. 완성된 모델은 Main 
solve인 Fluent를 사용하여 연산을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의 경우 시뮬레이션 대상
이 표준돈사 설계도에 제시되어있는 돈사이기 때문에 연산에 사용된 환경조건은 기
상청데이터와 관련문헌들을 참고하여 이론적인 수치를 적용하였다. 

❍ 격자망은 연산결과의 정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차원 모델의 경우 삼각형, 
사각형, 6면체(Hexdominant), 4면체(Tetra-headrons), 피라미드형, 혼합형 등의 다
양한 격자설계 방법을 가지며 이를 통해 유연하게 격자망을 설계할 수 있다. 격자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격자들의 뒤틀린 정도를 아래 식과 같은 Equiangle 
Skew공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는 면이나 격자의 가장큰 각을, 
은 면이나 격자의 가장 작은 각을, 는 면이나 격자의 등각 (삼각형의 경우 
60도, 사각형의 경우 90도)을 나타낸다. 해당 시뮬레이션의 경우 돼지의 형상, 덕트 
등 복잡한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 6면체와 4면체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공식에 의
한 왜곡도()가 0.85를 넘기지 않아야하며 이 경우 연산결과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판단한다(Fluent user’s guide, 2020).

 max

max


min


❍ Main-modul로 사용된 Fluent (ver. R12020, ANSYS Inc., USA) 는 일반적으로 
널리 상용되고 있는 CFD solver software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자동자, 항공우주산업, 화학, 기계생산, 생물학, HVAC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oning), 전기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대기환경(악취, 미세먼지), 
시설환경(열 및 가스 확산, 환기) 등 농공학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Fluent는 계산 영
역내의 모든 격자들에 대해서 Navier-Stokes 방정식의 Reynolds 이론의  개념을 
계산하는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기술을 사용한다. 
유체와 에너지의 해석에 필요한 방정식은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법칙을 작은 체
적에 적용하여 얻어진 비선형 연립편미분방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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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보존방정식




∇         

에너지보존방정식




 ∇   ∇∇         

운동량보존방정식




∇  

 ∇∇                            

 : 밀도 (kg· )
  : 속력 (m· 

P : 정압 (kg· · )
  : 화학반응에 의한 질량 소스 항 (kg· )
 : 응력 텐서 (kg· · )
  : 중력가속도 (m· )
  : 외력 (kg· · )
E : 총 에너지 (kg·· · )
 : 유효 전도율 (kg· · ·  )
T : 온도 (K)
 : 유효 응력 텐서 (kg· · )
  : 화학반응이나 복사에 의한 엔탈피 증가 (k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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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D 시뮬레이션 모델이  현상을 유사하게 모의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난류 현상이 충분하게 고려되어야한다.  난류형상의 영향에 대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는 벡터장의 변동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러한 변동은 강도가 너무 작거나 빈도가 너
무 높은 경우 모두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 지배방정식을 사용하여 변동의 전체적인 평균등을 고려한 방정식 조
절을 통하여 작은 규모나 높은 빈도의 변동을 제거함으로써 실용적인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정된 방정식인 경우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관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수를 상수로서 결정 하기 위하여 난류모델이 필
요하다.  난류모델 마다 물리적인 특성과 문제의 특성, 요구되는 정확도의 정도, 시
뮬레이션에 소요되는 시간, 중점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적정한 
난류모델을 결정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설의 유동 및 환경을 분석하는데 주로 사
용되는 모델은 Standard −, Realizable −, RNG − 모델이 있다.  위와 같
은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난류 점성의 계산방법, k와
의 난류확산을 지배하는 난류 Prandtl 수, 에 관계된 항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부
력에 의한 난류의 생성과 산출, 압축성에 의한 효과, 열, 진량 전달의 개념은 공통적
으로 가지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난류모델은 Realizable − model 이다. 
Oh et al.(2019)는 양돈장을 대상으로 현장실험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와 각 난류모
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난류모델검증을 수행한바 있다. 비교결과 
Realizable − model이 현장 모니터링결과와 유사한 값을 가짐과 동시에 온도분
포 패턴도 유사하게 나타나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것을 보였다.  구체적인 수송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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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Trace-gas-decay 방법

❍ 기존의 농업시설의 환기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시설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가 시설전
체의 공기를 교체하는데 이용된다는 가정하에 단위시간당 공기교체횟수를 산정하는 
방법인 질량교체환기량(Mass Flow Rate)을 사용한다.  질량교체환기량은 간단한식으
로 빠르게 전체 시설의 환기량을 산정할 수 있지만, 시설에 대한 단일한 환기량을 산
출하기 때문에 시설 내 지역적인 환기효율을 파악하지 못하고, 양돈장의 경우 돈방 
내부의 구획 별 환기량, 유해가스 및 미세먼지의 희석효과를 분석할 수 없다. 또한 
환기 구조에 따른 시설내부 유동의 변화도 분석하기 어렵다. 반면 공기연령 이론 중 
추적가스농도 감쇠법 (TGD, Trace gas decay)은 시간의 변화와 추적가스의 농도변
화의 관계를 사용하여 환기량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시설내부에 추적가스를 균일하게 
채운 뒤 환기가 수행되는 동안 해당 영역에서의 농도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전체의  
환기량은 물론 지역적인 환기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다. 추적가스농도감쇠법을 현장
실험으로 진행할 경우 초기에 추적가스를 시설 내부에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분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어렵고 환경 및 구조적인 요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기 어
렵다. 또한 점 측정에 의존하고 경제적 이유로 인해 측정 포인트가 한계가 있기 때문
에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하지만, 전산유체역학을 통한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경우 초기 추적가스농도의 안정적인 설정이 
가능하고 환경적인 요소와 다양한 구조적인 변경 등 실험자가 원하는 요구에 맞도록 
실험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방대한 양의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도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ER=
∑ 

× 

∑
×

AER=

Ln 

AER : Air exchange of mass flow rate (min
 )

AER : Air exchange of tracer gas decay (min
 )

V : Volume of pig house(m3)

  : Velocity at inlet and outlet(m·
 )

   : Vent area of inlet and outlet(
)

  : Concentration of tracer gas at   time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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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창형 돈사 배출 냄새물질 관리를 위한 바이오커튼 표준곡선 

분석

2.2.1. 무창형 돈사 설치 바이오커튼 시설의 축산환경 정화효과 조사

❍ 바이오커튼에 의한 축산환경 정화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바이오커튼 설치 농가와 비
설치 농가의 돈사 내·외부의 냄새물질, 부유세균, 미세먼지의 자이를 조사하여 바이
오커튼의 축산환경 정화효과를 조사하였다.

☐ 바이오커튼에 의한 냄새물질 저감효과

❍ 바이오커튼에 의한 냄새물질 저감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바이오커튼 설치농가와 비설
치농가에서 각각 돈사 내·외부의 냄새물질을 포집한 후 분석하여 돈사 내·외부의 냄
새물질 농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냄새물질은 본 시험에서는 지정악취물질로
서 질소(N) 계열인 암모니아, 황 계열인 황화수소를 분석하였다. 비지정악취물질은  
지방산 계열인 아세트산, 방향족화합물 계열인 페놀을 분석하였다.

❍ 악취 시료의 채취는 일반적으로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면으로부터 5 m 이상의 일
정한 배출구가 있거나 배출구 외 다른 발생원이 없는 경우 배출구에서 측정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양돈농가의 경우 5 m 이상의 배출구가 존
재하지 않고, 다양한 악취발생원(퇴·액비장, 개방형 돈사, 배출구 다수) 등이 섞여있
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돈사 내부의 경우 배기 팬과 일직선 지점에 위치한 
돈사 중앙이었으며, 돈사 외부의 경우 배기휀에서 1 m 떨어진 지점이었다. 돈사내부
의 시료 채취는 지면으로부터 약 1.2 m 높이에서 이루어졌으며, 돈사외부의 경우 환
기팬과 일직선 지점의 높이에서 이루어 졌다.

그림 26 돈사 내·외부 냄새물질 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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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모니아는 흡수액(붕산 5 g, 1 L의 증류수로 제조된 붕산용액 50 ml)을 사용하여 
임핀저로 포집하였으며, 대기 중 시료를 흡수액에 5 L/min의 유량으로 10분간 통과
시켜 채취하였다. 암모니아는 양돈시설 내에서 고농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포집된 흡
수액을 검출범위 내로 적절하게 희석한 후 페놀-니트로프루시드 나트륨용액(sodium 
nitroprusside,〔Na2Fe(CN5)NO·2H2O)과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유효염소 3 ~ 10%)
을 가하여 암모늄이온과 반응시켜 생성되는 인도페놀류의 흡광도를 작성된 검량곡선
에 대입하여 농도를 산출하였다. 흡광도는 자외선-가시선 흡광광도계(UV/vis)를 이
용하여 640 nm 파장에서 분석하였다.  

❍ 황화수소는 10 L 폴리에스테르 알루미늄백을 이용하여 5분 이내에 포집하였으며, 저
온농축관을 지닌 열탈착시스템(thermal desorption: TD)과 CP-Sil 5CB(60 m, 0.32 
mm, 5 um) 컬럼이 장착된 GC/PFP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오븐온도는 3분 동안 
60℃로 유지한 후 160℃까지 8℃/min으로 승온시켰으며, 160℃에서 9분 동안 유지
하였다. 

❍ 아세트산 및 페놀의 시료채취는 pump (SIBTA, MP-ΣNII)를 이용하여 Tenex TA 
튜브에 0.1 L/min 속도로 5분 동안 포집하였다. 튜브는 TD를 활용하여 농축시킨 후 
GC/FID로 도입시켰다. 컬럼(DB-WAX, 30 m, 0.25 mm, 0.25 um)으로 도입된 시
료는 40℃에서 150℃까지는 10℃/min으로, 230℃ 까지는 18℃/min으로 승온 분석
하였다. 

☐ 바이오커튼에 의한 부유세균 저감효과

❍ 바이오커튼에 의한 부유세균의 저감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바이오커튼 설치농가와 비
설치농가에서 충돌법을 이용한 총부유세균 포집장치(KAS 110)를 이용하여 각각 돈사 
내·외부의 부유세균을 포집하여 배양한 후 배양된 집락수를 비교하였다.

❍ 부유세균 측정방법은 돈사 내·외부의 부유세균 포집위치 바닥에서 1m 상부지점에서 
분당 30L의 유량으로 일정시간 시료공기를 포집하였다. 부유세균 포집장치를 이용해 
시료 포집시 멸균 확인된 Trypicase Soy Agar(TSA) 배지를 사용기기에 장착하고 
배지를 교체할 때와 포집 전 기기 외부를 70% 알콜로 소독처리 하여 오염을 예방하
였다. 포집된 배지는 오염방지를 위하여 곧바로 실험실용 필름을 이용하여 봉한 후 
아이스팩을 이용하여 냉장보관한 뒤 미생물 분석실로 즉시 운반하여 35℃에서 24∼
48시간 동안 배양 시킨 후 집락을 관찰하였다. 배양된 집락수를 계수한 후 실내공기
질공정시험기준(ES 02701.1c, 실내 공기 중 총부유세균 측정방법-충돌법)에 따라 결
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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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커튼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효과

❍ 바이오커튼에 의한 미세먼지의 저감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바이오커튼 설치농가와 
비설치농가에서 광산란법을 이용한 실시간 입경별 먼지측정장치((Aerosol 
spectrometer, Grimm, Inc.)를 이용하여 바닥에서 1m 상부지점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연속 측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27 돈사 내·외부 부유세균, 미세먼지 및 환기량 측정

☐ 환기량에 따른 바이오커튼에 의한 냄새물질 저감표준곡선 작성

❍ 환기량 변화에 따른 바이오커튼의 냄새저감 물질 저감 효과를 확인하고 냄새물질별 
저감 효과에 대한 표준곡선을 작성하기 위해 바이오커튼에 의한 냄새물질저감 효과 
측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이오커튼이 설치된 돈사에서 환기량을 변화시키면서 돈사 
내·외부의 냄새물질을 분석하여 냄새물질별 바이오커튼에 의한 저감 표준곡선을 작성
하였다. 돈사의 환기량은 최소환기 20%에서 80%까지 20%단위로 조절하였으며, 환
기율에서 유속계를 이용하여 공기유량을 측정하고 환기팬의 면적을 고려하여 유량을 
산정하였다. 표준곡선 작성을 위한 주요 분석 냄새물질은 지정악취물질로서 질소(N) 
계열인 암모니아, 황 계열인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
이설파이드, 지방산 계열인 프로피온산, n-뷰틸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을 분석하
였다. 비지정악취물질은 방향족화합물 계열인 페놀, 파라크레졸, 인돌, 스카톨, 지방
산계열인 아세트산, i-뷰틸산을 분석하였다.

❍ 냄새물질의 포집위치는 돈사 내부의 경우 배기팬과 일직선 지점에 위치한 돈사 중앙
이었으며, 돈사 외부의 경우 배기휀에서 1 m 떨어진 지점이었다. 모든 시료 채취는 
지면으로부터 1.2 m 높이에서 이루어졌다.

❍ 암모니아는 흡수액(붕산 5 g, 1 L의 증류수로 제조된 붕산용액 50 ml)을 사용하여 
임핀저로 포집하였으며, 대기 중 시료를 흡수액에 5 L/min의 유량으로 10분간 통과
시켜 채취하였다. 암모니아는 양돈시설 내에서 고농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포집된 흡
수액을 검출범위 내로 적절하게 희석한 후 페놀-니트로프루시드 나트륨용액(sodium 
nitroprusside,〔Na2Fe(CN5)NO·2H2O)과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유효염소 3 ~ 10%)
을 가하여 암모늄이온과 반응시켜 생성되는 인도페놀류의 흡광도를 작성된 검량곡선
에 대입하여 농도를 산출하였다. 흡광도는 자외선-가시선 흡광광도계(UV/vis)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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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640 nm 파장에서 분석하였다.  

❍ 황화합물류는 10 L 폴리에스테르 알루미늄백을 이용하여 5분 이내에 포집하였으며, 
저온농축관을 지닌 열탈착시스템(thermal desorption: TD)과 CP-Sil 5CB(60 m, 
0.32 mm, 5 um) 컬럼이 장착된 GC/PFP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오븐온도는 3분 
동안 60℃로 유지한 후 160℃까지 8℃/min으로 승온시켰으며, 160℃에서 9분 동안 
유지하였다. 

❍ 휘발성지방산류, 페놀류 및 인돌류의 시료채취는 pump (SIBTA, MP-ΣNII)를 이용하
여 Tenex TA 튜브에 0.1 L/min 속도로 5분 동안 포집하였다. 튜브는 TD를 활용하
여 농축시킨 후 GC/FID로 도입시켰다. 컬럼(DB-WAX, 30 m, 0.25 mm, 0.25 um)
으로 도입된 시료는 40℃에서 150℃까지는 10℃/min으로, 230℃ 까지는 18℃/min
으로 승온 분석하였다. 

그림 28 바이오커튼 환경정화 및 표준곡선 작성을 위한 시험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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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1. CFD를 활용한 축사표준설계도 무창형 돈사 환기 평가 및 냄새

관리시설 성능감시시스템 개발

3.1.1. 국내 일반적인 환경조건 설정

❍ 돈사 내부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이다. 동절기의 경우 외부에서 차가운 온도의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환기량을 
높게 가동할 경우 사육환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환기량 가동을 권
장한다. 환절기의 경우 돈사 내/외부의 기온차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환기
량 조절이 필요하며, 하절기의 경우 에도 환기를 통해 내부 기온을 낮추는 등 사육환
경 유지에 환기량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시뮬레이션의 경계조건 중 외부에서 유입
되는 온도를 설정하기 위해 외부환경의 기상조건이 필요하다. 표준설계도에 제시되어
있는 돈사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국내 양돈장의 일반적인 환경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지역 선정이 필요하였다. 대상지역은 국내에서 양돈사육두수가 가장 많
은 지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전국 양돈의 사육두수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2020년 
기준으로 충청남도가 약 180만 마리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사육두수를 나타냈
다. 충청남도의 16개의 시군중 홍성군이 약 44만 마리로 가장 높은 양돈 사육두수를 
가졌기 때문에 기상조건 설정을 위한 대상지역은 홍성군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29 2020년 전국 시도 별 양돈 사육현황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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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2020년 충청남도 시군 별 양돈 사육현황 (농림축산식품부)

❍ 표준축사설계도(돈사)에서 환기량 산정을 위한 관련된 부분은 MWPS-8(1993)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온도에 따른 분류는 저온기(Cold), 적온기(Mild), 고온기(Hot)으
로 분류되어있다. 하지만 각 분류에 다른 온도범위 및 경계기준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하고, 12개월 동안 광범
위한 온도분포 나타낸다. 표준설계도에 제시되어있는 기준으로 환기요구량을 산정할 
경우 저온기, 적온기, 고온기 세 가지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기온을 대상으로 산정하
기 어렵다. 따라서, 홍성군의 전체 기상데이터를 MWPS-8 기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준 별 온도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온도환경 별 환기요구량을 산정하기 위해 저온기, 적온기, 고온기의 온도범위 기준을 
마련하였다. 먼저 비육돈의 적정 사육온도기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비육돈의 적정사
육온도는 14℃ ~ 25℃까지 다양한 참고문헌들이 존재하였다. 이 중 많은 참고문헌들
이 15℃ ~ 20℃ 사이가 비육돈 사육을 위한 적정온도로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는 월 평균기온이 적정사육온도 범위 내 일 경우 적온기, 이상일 경우 고온기, 이하
일 경우를 저온기의 환기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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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비육돈의 적정사육온도 기준 

❍ 시뮬레이션 경계조건 입력을 위한 외부기상데이터 선정을 위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2020년 홍성군의 기온데이터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기상데이터 
중 평균기온은 일평균기온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평균 최저/최고 기온은 일
평균 최고 최저 기온의 평균을 나타낸다. 해당하는 평균 기온데이터가 현장
의 정확한 기온범위를 대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돼지 적정온도 
범위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여유고를 10% 적용하였다. 각 월의 평균기온이 
표준설계도에 제시하는 환기요구량 중 저온기, 적온기, 고온기에 해당 여부
를 파악하여, 각 계절 별 적용 환기량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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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017년 홍성군 일별 기상데이터 분석

그림 33 2018년 홍성군 일별 기상데이터 분석

그림 34 2019년 홍성군 일별 기상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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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월별 홍성군 기온데이터를 MWPS-8에서 제시하는 온도기준에 적용한 결과, 
하절기에 해당하는 월에는 평균기온이 모두 고온기에 해당하였고 환절기인 봄과 가
을에 해당하는 월에는 저온기와 적온기가 혼재하여 적용되었다. 동절기에 해당하는 
월에는 저온기의 환기요구량이 적용되었다. 각 계절별, 환기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각 계절을 나타낼 수 있는 월별 외부기상의 온도데이터를 선정하였다.  
동절기 환기량의 경우 2월에 해당하는 외부기온, 환절기의 경우 5월에 해당하는 기
온, 하절기의 경우 8월에 해당하는 기온을 홍성군의 각 계절의 외부기상데이터로 활
용하였다. 

 

그림 35 2020년 홍성군 월별 기온데이터 분석 및 환기요구량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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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시뮬레이션 모델 설계

❍ 시뮬레이션 모델 설계는 크게 모델의 외형적인 구조설계와 시뮬레이션을 위한 설계
로 이루어진다. 모델의 구조설계는 CFD 상용 프로그램인 SpaceClaim(ver. 2020 
R1, ANSYS Inc. USA)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의 외형은 2016 표준돈사설
계도에 제시되어있는 비육돈사를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비육돈사의 기본구조 및 환기
구조는 실제와 같은 방식으로 설계하였고, 덕트나 배기용 팬, 사료통, 돼지모형 등은 
내부 환경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내부 유동장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
분과 기능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화시켜 적용하였다. 격자의 구성은 
연산시간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정확도를 최대한 증가시키기 위하여 6면체구조를 사
사용하고 돼지모형과 사료  이기, 중천장 입기구 등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
은 4면체 구조를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연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유입
구와 배기구 등은 격자망을 조밀하게 설계하여 연산시간을 단축시킴과 동시에 정확
도를 향상시키는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 돈사의 외형은 표준축사설계도(돈사)에 제시되어있는 비육돈사와 동일하게 설계하였
다. 설계도 상에서 입기방식은 중천장을 활용한 입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중천장 형
상에 대한 설명은 도면번호 A3-03에 재원이 도시되어있다. 설계도상에는 각도에 대
한 내용은 “중천장 입기 슬롯을 사선으로 하여(약 45°) 실내 입기가 직하하지 않도록 
함.”으로 제시되어있다. 하지만 중천장의 입기구의 각도에 따라 유입되는 공기의 방
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계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한다. 중천장 입기구는 
입기슬롯의 방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전체 비육돈사 시뮬레이션에서는 
배기구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설계하여 공기가 곧바로 배출되지 않도록 설계하였
다. 

그림 36 표준축사설계도(돈사) 중천장 입기구 설계 재원 및 설명 (A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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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비육돈사 전체의 시뮬레이션 모델 외형 설계

그림 38 시뮬레이션을 위한 중천장 입기구를 위

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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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사 시뮬레이션에서 돼지형상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유입된 공기가 바닥으로 집중
되거나 돼지가 발생시키는 열에 의한 내부온도 변화 등 정확한 현상을 모의하기 어
렵기 때문에 돼지의 형상이 중요하다. 표준설계도상 비육돈사의 총 사육두수는 1,540
두, 상재두수는 1,489두로 기재되어있다. 비육돈사의 면적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에서 제시하는 돼지성장단계별 사육면적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 총 1,830마리 사
육이 가능하였다. 해당 시뮬레이션의 경우 연산시간의 경제성을 위해 한 구획 당 25
마리, 한돈방당 150마리, 비육돈사에 총 1,500마리의 돼지를 구현하였다. 돼지 표면
에서 발생하는 발열량은 2002년 CIGR에서 제시한 발열량 산정식을 통해 산정하였
다.



For grow-finish pigs :

  


구분 웅돈
번식돈(모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자돈)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m2)

6.0 1.4 3.9
1.4(스톨)
2.6(군사)

2.3(군사) 0.2 0.3 0.45 0.8

표 13 돼지의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면적(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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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격자 독립성 평가

❍ 시뮬레이션 모델의 경우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측정데이터와 시뮬레
이션 연산결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당 연구의 경우 
표준축사설계도에 제시되어있는 돈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비
교분석할 현장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수행이 어려웠다. 격자가 조밀하게 설계될수록 
연산의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조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이상적이
다. 하지만, 연산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연산 시간의 경제성이 떨어
진다. 반대로 격자를 성글게 설계할 경우 연산시간은 감소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고 적정한 격자사이즈를 선정하기 위해 격자독립성 평
가를 수행하였다. 전체 비육돈사의 경우 약 72m × 28m의 큰 규모의 건축물이기 때
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격자독립성평가를 수행하기에는 막대한 연산시간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비육돈사는 병렬적으로 동일한 환기구조와 크기를 가지는 2개의 돈방이 반
복적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한 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별도로 설계하여 평가를 진행하
였다.

 

그림 39 격자 독립성평가를 위한 모델 설계

❍ 독립성평가를 위한 격자크기는 측벽면의 평균격자크기를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격자
크기는 0.1, 0.2, 0.3, 0.4, 0.5m 로 총 5가지 조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지붕
에 위치한 공기 유입구, 돈방 내 중천장 유입구, 배기팬 등 유동학적으로 중요한 부
분은 동일한 격자 크기로 설계하였다. 평가 기준은 격자 사이즈에 따른 총 격자 개
수, 격자 품질을 나타내는 격자 왜곡도(Skewness), 돼지 사육군 높이(0.5m)와 사람 
호흡기 높이(1.5m)에서 평균유속을 함께 분석하였다. 

❍ 격자 크기를 0.1m로 가장 작게 설계하였을 경우 격자 개수는 약 720만개로 가장 많
았고 0.2m 크기로 설계하였을 경우 약 250만개로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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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m 크기는 약 160만개, 0.4m는 약 120만개, 0.5m는 약 139만개로 소폭 감소하
였으나 격자의 품질을 나타내는 왜곡도는 1에 가까울수록 나쁜 품질을 나타내며 낮
을수록 높은 품질을 나타냈다. 0.1m 와 0.2m 크기로 설계하였을 경우 약 0.85로 가
장 낮은 skewness를 나타냈으며, 0.3m 와 0.4m는 약 0.89를 가졌다. 0.5m 크기로 
설계하였을 경우 0.92의 skewness 값을 가졌으며 이는 연산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
는 정도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았다. 시설 내 시뮬레이션을 수행 할 때 유속은 중요
한 요인 중에 하나임.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 호흡기 높이인 1.5m 높이와 돼지 사육
군의 높이인 0.5m에서 각 격자 크기별 평균 유속을 비교 분석 하였다. 각 두 높이에
서 큰 유속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돼지 사육군 높이에서 더 높은 평
균유속을 가졌다. 가장 작은 크기인 0.1m의 격자로 설계하였을 경우 두 높이 모두에
서 1.09 m/s로 가장 높은 유속을 나타내었고, 이후 나머지 격자크기에서도 0.9~1.0 
m/s의 유사한 평균유속을 가졌음.

❍ 대형크기의 표준 돈사 전체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연산시간의 경제성을 고려해
야함. 또한 연산 정확도를 위해 낮은 skewness 값을 가지는 적정 격자 크기를 선정
해야한다. 해당 모델에서는 적정한 격자 수와 낮은 skewness 값을 가지며, 가장 작
은 격자크기와 돈군 높이와 작업자호흡기높이에서 평균유속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
은 0.2m 크기를 적정 격자 크기로 선정함.

Size of gird Number of grid Skewness
Average velocity 

at human height (m/s)
Average velocity 

at pig height (m/s)

0.1m     7,203,844 0.850 1.09 1.09

0.2m     2,515,488 0.849 0.92 0.98

0.3m     1,666,505 0.898 0.94 0.98

0.4m     1,218,222 0.894 0.93 1.00

0.5m     1,139,501 0.923 0.93 1.00

표 14 격자독립성평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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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격자독립성평가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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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표준돈사 시뮬레이션 격자 설계 및 경계조건 설정

❍ 돈사의 총 격자 개수는 약 2,200만 개로 설계하였다. 입기구, 배기구, 중천장입기구 
등 유동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더 조밀하게 설계하였다. 돼지형상, 사료급이기, 환
기구조 등 복잡한 형상이 위치한 부분은 4면체(Tetra-headron)격자로 설계하여 안
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그 밖의 지역은 6면체(Hexadomiant)격자로 설계하여 연산 경
제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각 온도환경 별 외부 유입온도는 홍성군의 기상데이터
를 분석하여 유입온도로 설정하였다. 각 환기량은 MWPS-8에서 제시하는 온도환경
별 기준으로 산정하여 산정하였다.

그림 41 전체 비육돈사 격자망 설계

 

Content Value

Number of Mesh about 22,000,000

Mesh design Tetraheadrone & Hexadominant

Boundary Velocity inlet &Pressure outlet

Input Temperature Outside temperature at Hong-seong

Inside Patching Temperature 20 (℃)

Pig Heat Flux 122.9 (W·m-2) 

Ventilation Rate(air exchanges) Hot / Mild / Cold

Ventilation time 10 miniute

표 15 Boundary condition of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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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전체 비육돈사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 전체 비육돈사 시뮬레이션은 온도환경별로 저온기, 저온기, 고온기에 해당하는 3개의 
케이스에 대해 수행하였다. 설계도상에 중천장  방향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있지 않
았기 때문에 기본방향설정은 배기 팬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여 곧바로 배기되지 않도
록 설정하였다.

그림 42 전체 비육돈사 시뮬레이션 중천장 입기구 방향 설정

Ventilation rate Cold Mild Hot

Temperature
2.6℃  

(0.36m/s)
17.4℃  

(1.44m/s)
26.8℃

 (4.36m/s)

표 16 전체 비육돈사 시뮬레이션 Case 설계

❍ 전체 비육돈사의 경우 한 돈방에 6개의 구획, 총 10개의 돈방으로 이루어져있기 때
문에 60개 구획에서의 환경균일성을 분석하기 위해 길이방향(L1~10), 폭방향(W1~6)
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그림 42). 전체 비육돈사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세 가지 
온도환경 조건 모두에서 배기구측(끝단)에서 폭 방향(W1&W6)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와 낮은 유속이 형성되었다. 이는 중천장 유입구의 슬랏 방향이 배기구 반대편을 
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동장이 배기구 안쪽 구획에 집중되면서 
배기구측에는 정체구간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온기의 경우 배기구측 폭방
향 평균 유속은 0.04m/s이며 내측 에 위치한 두열의 돈방 구획(W2,3 & W4,5)에서
는 0.09m/s로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환기를 통해 해당 구획의 열을 순환시
키고 열의 집적을 예방시켜 주어야 하지만 유동 정체구간이 형성 됨으로써 온도분포
도 약 5℃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다. 적온기의 경우 양끝 배기구측에 폭 방향으로 위
치한 모든 구획(W1 & W6)에서 정체구간이 발생하였으며 평균 0.17m/s의 유속이 
형성되었으며, 내측에 위치한 구획의 경우 평균 약 0.35m/s의 유속이 형성되어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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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온도분포의 경우 약 2℃ 차이로 저온기 
대비 적은 차이를 보였다. 고온기의 경우 배기구측에 위치한 구획의 평균유속은 
0.54m/s를 나타냈고 내측에 위치한 돈방은 1.1m/s로 약 2배 차이를 보였다. 하지
만, 고온기의 온도분포의 경우 1℃미만의 차이를 보였다. 저온기, 적온기, 고온기 모
두에서 폭 방향 별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며 양 끝단 배기구측에 폭 방향별로 위치
한 구획에서 정체구간이 형성되었지만, 온도차이의 경우 고온기일수록 점차 줄어들었
다. 이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고온기의 경우 
실내 평균 온도와 가까운 26.8℃의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 방향 별 온도 편차는 점차
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길이방향의 경우 모든 길이방향에서 거의 동일한 유속과 
온도 분포를 보였다. 

❍ 이처럼, 전체 비육돈사 내에서 구획별 유속의 편차로 인해 정체구간이 발생하고, 폭
방향으로 바깥쪽과 안쪽의 균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환기구조에 따른 문
제로 판단되었다. 중천장의 입기 슬랏이 배기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설계 되었기 때문
에 유동장에 안쪽에 집중되면서 슬랏이 향하는 반대방향에 유동의 정체구간이 형성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슬랏의 방향에 따른 환경요소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중천장입기구 방향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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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길이방향 별 온도 분포

b. 저온기 환기량 일 경우 돈군 높이에서 온도 컨투어 장

c. 저온기 환기량 일 경우 돈군 높이에서 유속 컨투어 장

그림 43 전체 비육돈사 저온기(Cold) 환기량 적용 시 컨투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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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길이방향 별 온도 분포

b. 적온기(Mild) 환기량 일 경우 돈군 높이에서 온도 컨투어 장

c. 적온기(Mild) 환기량 일 경우 돈군 높이에서 유속 컨투어 장

그림 44 전체 비육돈사 적온기(Mild) 환기량 적용 시 컨투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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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길이방향 별 온도 분포

b. 고온기(Hot) 환기량 일 경우 돈군 높이에서 온도 컨투어 장

c. 고온기(Hot) 환기량 일 경우 돈군 높이에서 유속 컨투어 장

그림 45 전체 비육돈사 고온기(Hot) 환기량 적용 시 컨투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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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돈군높이(0.5m)에서 돈방 구획별 온도 분포

b. 돈군높이(0.5m)에서  돈방 구획별 유속 분포

c. 돈군높이(0.5m)에서 돈방 구획별 환기효율성 분석 결과

 그림 46 전체 비육돈사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저온기(Cold)환기량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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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돈군높이(0.5m)에서 돈방 구획별 온도 분포

b. 돈군높이(0.5m)에서  돈방 구획별 유속 분포

c. 돈군높이(0.5m)에서 돈방 구획별 환기효율성 분석 결과

 그림 47 전체 비육돈사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적온기(Mild)환기량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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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돈군높이(0.5m)에서 돈방 구획별 온도 분포

b. 돈군높이(0.5m)에서  돈방 구획별 유속 분포

c. 돈군높이(0.5m)에서 돈방 구획별 환기효율성 분석 결과

 그림 48 전체 비육돈사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고온기(Hot)환기량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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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전체 비육돈사 길이·폭 방향 별 분석 방법

W1 W2 W3 W4 W5 W6 L1 L2 L3 L4 L5 L6 L7 L8 L9 L10
Temperature(℃) 30.2 24.8 24.9 25.6 26.2 29.7 27.0 26.7 26.4 26.1 26.3 26.7 26.7 27.7 27.5 27.9

Velocity(m/s) 0.04 0.09 0.09 0.09 0.08 0.04 0.07 0.07 0.07 0.08 0.07 0.08 0.08 0.07 0.08 0.07

표 17 저온기(Cold) 환기 시 전체 비육돈사 폭·길이 방향 별 유속 및 온도 

W1 W2 W3 W4 W5 W6 L1 L2 L3 L4 L5 L6 L7 L8 L9 L10
Temperature(℃) 22.4 21.1 21.0 21.4 21.1 22.1 21.4 21.6 21.4 21.5 21.5 21.6 21.5 21.5 21.5 21.4

Velocity(m/s) 0.17 0.34 0.38 0.36 0.35 0.17 0.32 0.30 0.31 0.30 0.29 0.28 0.31 0.29 0.29 0.29

표 18 적온기(Mild) 환기 시 전체 비육돈사 폭·길이 방향 별 유속 및 온도 

W1 W2 W3 W4 W5 W6 L1 L2 L3 L4 L5 L6 L7 L8 L9 L10
Temperature(℃) 28.4 28.0 28.0 28.0 28.0 28.3 28.1 28.1 28.1 28.1 28.1 28.2 28.0 28.1 28.1 28.1

Velocity(m/s) 0.54 1.04 1.15 1.08 1.04 0.50 0.89 0.87 0.84 0.88 0.88 0.86 1.00 0.95 0.87 0.89

표 19 고온기(Hot) 환기 시 전체 비육돈사 폭·길이 방향 별 유속 및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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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천장 입기구 방향별 시뮬레이션 

❍ 전체 비육돈사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중천장의 입기 슬랏의 방향에 따
라 내부 환경의 균일성 변화 및 정체 구간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중천장의 방향 별 
개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연산 경제성을 위해 1열의 2개의 돈방
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시뮬레이션과 다르게 환기 구조의 방향 별로 더 세부적인 
환경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돈방의 전체 영역을 0.35m × 0.7m의 작은 영역으로 나
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Fig. 40). 한 개의 돈방은 6개의 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한 
구역은 50개의 세부 영역으로 나누었다. 

❍ 초기에 전체 비육돈사를 설계 시에는 표준설계도에 중천장 슬랏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적인 설정이 불가피 하였다. 따라서, 배기구 방향과 반대 방
향으로 설계하여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배기구로 바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
였다. 하지만, 전체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안쪽으로 유동이 집중되면서 배기구측 구획
에 정체구간이 발생하여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중천장의 입기슬랏 방향은 배
비구와 반대되는 Inside구조, 바닥으로 직하하는 Down구조, 배기구측 방향을 향하는 
Outside구조로 설정하여 온도환경별(적온기, 저온기, 고온기) 내부 환경을 분석하고 
온도 및 유속의 균일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배기구조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Structure
Ventilation rate

Inside Down Outside

Cold (2.6℃, 0.36m/s)

Mild (17.4℃, 1.44m/s)

Hot (26.8℃, 4.36m/s)

표 20 중천장 입기 슬랏의 방향별 시뮬레이션 설계

❍ 적정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균일한 환경조건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적인 온도편차가 발생할 경우 돼지의 호흡기 질환 발생율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 될 수 있다. 또한 유속의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체구간
이 형성될 경우 유해가스 및 분진이 환기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됨으
로써 가축의 사육환경 및 작업자의 작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유속과 온도의 균일성을 평가하기 위해 CTU(Coefficient of Thermal 
Uniformity)와 CAU(Coefficient of Airflow Uniformity)를 분석하였다. CTU와 
CVU의 비가 낮을수록 균일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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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is the standard deviation of temperature & airspeed

X is the mean value of temperature & airspeed

 

그림 50 세부적인 분석을 위한 돈방 구역의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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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구조별 유속의 균일성을 살펴본 결과, 환기량은 유속분포의 균일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군 높이에서 TVU의 비율이 Inside방향의 경우 저
온기에서 56%, 적온기에서 55%. 고온기에서 54%를 나타내었다. Down구조의 경우 
저온기에서 68%, 적온기에서 67%, 고온기에서 68%, Outside방향의 경우 저온기에
서 69%, 적온기에서 68%, 고온기에서 69%를 보였다. 하지만, 각 환기구조의 방향 
별로 유속이 집중되는 구역이 다르게 나타났다. 유속의 균일성은 돈군높이(0.5m)에서
보다 작업자 높이에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나타났으며, Inside방향의 경우 작업자 
높이와 돈군높이의 균일성 약 16%의 큰 차이가 발생한 반면 Down과 Outside방향
의 경우 두 높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돈군의 사육환경과 작업자의 
작업환경의 유속분포가 유사하기 때문에 환경조절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
로 판단된다. 

❍ 돈군 높이에서 슬랏의 방향에 따른 유속균일성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Inside 구조
의 경우 약 모든 환기량에서 약 55%의 균일성을 보였지만, Down과 Outside 약 
69%로 14% 더 높은 균일성을 보였다. 

❍ 각 슬랏 방향별로 유동이 집중되는 구역이 다르게 나타났다. Inside구조의 경우 배기
구와 반대 측인 복도방향의 끝 구획으로 유동이 집중되었으며, Outside방향의 경우 
배기구 측 벽면으로 유동이 집중되었다. Down방향은 유동이 집중되는 영역의 비율
은 다른 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지만, 유입되는 공기가 돼지에게 직하하
기 때문에 환기량이 클 경우에는 돼지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다. 

❍ 유속분포의 균일성 측면에서 Inside방향의 입기슬랏은 Down과 Ouside보다 균일성
이 낮을 뿐만 아니라 돈군의 높이와 작업자 높이의 균일성에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
에 적정 중천장 입기슬랏 방향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다. 나머지 두 입기슬랏의 방향은 
상대적으로 높은 균일성을 가졌으며, 돈군 높이와 작업자높이와의 균일성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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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locity of inside structure at cold ventilation rate

b. Velocity of outside structure at cold ventilation rate

c. Velocity of down structure at cold ventilation rate

 그림 51 저온기(Cold)시 중천장 슬랏 방향별 유속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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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locity of inside structure at Mild ventilation rate

b. Velocity of outside structure at Mild ventilation rate

c. Velocity of down structure at Mild ventilation rate

그림 52 적온기(Mild) 시 중천장 슬랏 방향별 유속 분포 현황 



- 86 -

a. Velocity of inside structure at Hot ventilation rate

b. Velocity of outside structure at Hot ventilation rate

c. Velocity of down structure at Hot ventilation rate

그림 53 고온기(Hot) 시 중천장 슬랏 방향별 유속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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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Rate Cold(%) Mild(%) Hot(%)
Structure Inside Down Outside Inside Down Outside Inside Down Outside

PR1 50 66 75 46 65 73 47 63 69
PR2 67 79 73 63 79 76 63 76 75
PR3 62 72 61 61 71 65 61 72 62
PR4 47 63 73 46 65 70 46 67 70
PR5 69 69 69 63 65 73 63 67 74
PR6 60 67 59 59 66 57 58 72 56
PR7 59 72 66 56 73 67 55 73 77
PR8 58 65 72 57 65 66 57 64 75
PR9 42 64 70 43 65 73 43 64 70
PR10 59 71 69 58 72 59 57 74 64
PR11 56 61 68 56 61 70 54 61 68
PR12 46 64 70 46 61 70 46 62 67

aveage 56 68 69 55 67 68 54 68 69

표 21 돈군 높이(0.5m)에서 환기구조 별 유속 균일성 분석 결과

VentRate Cold(%) Mild(%) Hot(%)
Structure Inside Down Outside Inside Down Outside Inside Down Outside

PR1 66 63 71 67 62 64 68 57 64
PR2 77 74 65 79 74 64 77 70 64
PR3 76 76 63 79 78 60 79 88 61
PR4 64 58 69 68 57 65 69 59 66
PR5 67 63 62 70 60 62 69 61 71
PR6 70 70 53 68 68 76 68 76 68
PR7 73 74 50 71 74 68 72 86 61
PR8 80 68 66 79 67 68 79 68 67
PR9 62 63 80 62 62 63 62 60 80
PR10 66 73 58 67 72 64 68 75 56
PR11 74 59 63 75 59 69 75 57 62
PR12 68 57 68 66 57 68 66 56 65

aveage 70 67 64 71 66 66 71 68 65

표 22 작업자 높이(1.5m)에서 환기구조 별 유속 균일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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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erature of inside structure at cold ventilation rate

b. Temperature of outside structure at cold ventilation rate

c. Temperature of down structure at cold ventilation rate

그림 54 저온기(Cold)시 중천장 슬랏 방향별 온도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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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erature of inside structure at mild ventilation rate

b. Temperature of outside structure at mild ventilation rate

c. Temperature of down structure at mild ventilation rate

그림 55 적온기(Mild) 시 중천장 슬랏 방향별 온도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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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erature of inside structure at hot ventilation rate

b. Temperature of outside structure at hot ventilation rate

c. Temperature of down structure at hot ventilation rate

그림 56 고온기(Hot) 시 중천장 슬랏 방향별 유속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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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Rate Cold(%) Mild(%) Hot(%)

Structure Inside Down Outside Inside Down Outside Inside Down Outside

PR1 18 17 31 6 5 9 1 1 2
PR2 23 24 23 6 7 9 1 2 2
PR3 28 24 21 8 7 6 2 2 2
PR4 13 16 31 5 4 8 1 1 2
PR5 26 20 25 7 5 9 2 1 2
PR6 22 23 20 8 7 9 2 2 2
PR7 34 21 18 9 6 7 2 1 1
PR8 31 20 22 9 6 8 2 1 2
PR9 15 19 23 5 6 7 1 1 2
PR10 33 25 18 9 8 5 2 2 2
PR11 31 21 22 9 6 7 2 1 2
PR12 14 16 26 5 5 8 1 1 2

aveage 24 21 23 7 6 8 2 1 2

표 23 돈군 높이(0.5m)에서 환기구조 별 온도 균일성 분석 결과

VentRate Cold(%) Mild(%) Hot(%)

Structure Inside Down Outside Inside Down Outside Inside Down Outside
PR1 17 11 17 5 3 5 1 1 1
PR2 15 17 11 4 5 4 1 1 1
PR3 14 14 20 3 4 5 1 1 1
PR4 14 11 18 4 3 6 1 1 1
PR5 14 17 11 4 5 4 1 1 1
PR6 11 19 18 4 5 7 1 1 2
PR7 19 15 11 5 4 3 1 1 1
PR8 21 15 14 4 5 4 1 1 1
PR9 13 10 14 4 3 5 1 1 1
PR10 18 17 10 5 5 3 1 1 1
PR11 18 17 12 4 4 4 1 1 1
PR12 14 13 15 4 4 4 1 1 1

aveage 16 15 14 4 4 5 1 1 1

표 24 작업자 높이(1.5m)에서 환기구조 별 온도 균일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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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ntilation efficiency of inside structure at cold ventilation rate

b. Ventilation efficiency of outside structure at cold ventilation rate

c. Ventilation efficiency of down structure at cold ventilation rate

그림 57 저온기(Cold)시 중천장 슬랏 방향별 환기효율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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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ntilation efficiency of inside structure at Mild ventilation rate

b. Ventilation efficiency of outside structure at Mild ventilation rate

c. Ventilation efficiency of down structure at Mild ventilation rate

그림 58 적온기(Mild) 시 중천장 슬랏 방향별 환기효율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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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ntilation efficiency of inside structure at Hot ventilation rate

b. Ventilation efficiency of outside structure at Mild ventilation rate

c. Ventilation efficiency of down structure at Mild ventilation rate

그림 59 고온기(Hot) 시 중천장 슬랏 방향별 유속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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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표준설계도의 문제점제시

☐ 필요환기량 산정 개선필요

❍ 표준돈사에 제시되어있는 필요환기량의 경우 미국 중서부(MWPS-8, 1983)을 기준으
로 제시되어있다. 해당 기준은 1983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돼지의 사육품종, 크기, 환
기팬의 용량, 축사의 형태 등의 요인으로 인해 환기량이 과소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21년 축산 상황과 적합 하지 않다. 또한 저온기, 적온기, 고온기에 3가지 
기준은 다양한 계절적 상황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위에 제시된 3가지 기준
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또한 저온(Cold), 적온(Mild), 고온(Hot)에 대한 정확한 온도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실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정
확한 요구 환기량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환기시스템에 대한 내용 보충 필요

❍ 돈사의 사육환경 유지 및 내부 환경조절을 위해서는 환기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표준축사설계도(돈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기시스템의 경우 지붕으로 유입된공기가 
중천장 입기구의 슬랏을 통해 돈방으로 유입되는 중천장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붕배기는 선택사항으로 기재되어있다. 하지만, 중천장 입기슬랏의 방향에 따라 내
부 유동형성, 온도분포, 열확산, 유해가스 및 유기분진의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설계도 내에는 대략적인 입기슬랏의 각도만 제시 되어있을 뿐 상세설명이 누락되어
있다. 또한 중천장의 종류에 따라 돈방으로 입기되는 형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중천장입기구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제시도 필요하다.  따라서, 환기시스
템의 방향에 따라 사육환경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환기시스템의 상세한 설치방법, 
중천장의 종류 등에 대한 기재가 필요하다. 

☐ 풍량 조절에 대한 상세 가이드 제시 필요

❍ 요구환기량에 의한 배기팬의 조절이아니라 실제 농가에서는 환기팬의 유동적인 작동
을 통해 돈방 내부환경을 조절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도면 번호 M-03에 풍량조절에 
대한 부분은 “온도센서 등에 작동하는 경보체계와 연동하는 자동 또는 소동으로 운
전할 수 있게 한다”라고만 제시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농가주민, 돈사건축업자 등이 
사용할 때 농가에 적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적정온도기준, 상세한 환기팬 가동가
이드 등 활용성 있는 정보의 기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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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창형 돈사 배출 냄새물질 관리를 위한 바이오커튼 표준곡선 분석

2.1. 바이오커튼에 의한 환경정화효과

❍ 바이오커튼에 의한 냄새물질 저감을 통한 환경정화 효과를 그림 4의 (a)와 (b)에 나
타내었다. 그림 4의 (a)는 바이오커튼이 설치된 농가와 설치되지 않은 농가의 돈사 
내·외부에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세트산, 페놀의 농도를 분석하여 각각의 냄새물질
이 환기팬을 통과하여 외부로 나왔을 때 돈사내부에서의 농도와 차이에 따른 감소율
을 나타낸 결과이다. 바이오커튼이 설치된 경우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세트산, 페놀
의 농도는 각각, 93%, 94.4%, 88.9%, 74.6% 감소하였고, 바이오커튼이 설치되지 않
은 경우 암모니아 39.4%, 황화수소 63.3%, 아세트산 73.8%, 페놀 41.2% 감소하였
다.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바이오커튼 설치 유무에 상관없이 돈사내부에 있는 축
산악취 유발 냄새물질의 농도는 감소하였다. 이것은 돈사 내부에 있는 냄새물질들이 
돈사 외부로 나왔을 때 외부 공기에 의한 희석 및 확산의 영향일 것으로 판단되며, 
바이오커튼 비설치 농가에서의 냄새물질 감소율을 상쇄한 만큼이 바이오커튼에 의한 
냄새물질 제거 효과로 사료된다. 그림 4의 (b)는 축산악취를 유발시키는 냄새물질인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세트산, 페놀이 바이오커튼이 설치되었을 경우 바이오커튼 비
설치 경우에 비해 얼마만큼 저감 효과가 있는지를 나타낸 결과이며, 각 냄새물질에 
대해 암모니아 129%. 황화수소 46.3%, 아세트산 12.3%, 페놀 82%의 저감 효과가 
있었다.

(a) (b)

그림 60 바이오커튼에 의한 냄새물질 저감 효과; (a) 냄새물질별 바이오커튼 설치 및 비설치 

농가에서의 돈사 내외부 농도차이에 따른 냄새물질 감소율, (b) 바이오커튼 미설치 농가 대비 

설치농가에서의 냄새물질 저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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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는 바이오커튼에 의한 부유세균 저감을 통한 환경정화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3 바이오커튼에 의한 부유세균 저감 효과

❍ 그림 5의 결과에서 보듯이 바이오커튼 설치농가에서의 부유세균 저감율은 71.3%를 
나타내었고, 비설치 농가에서의 부유세균 감소율은 61.2%를 나타내었다. 냄새물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돈사내부의 공기가 환기휀을 통해 외부로 나왔을 경우 외부환경
으로의 희석과 확산효과에 의해 바이오커튼 비설치 농가에서도 부유세균 감소율이 
60% 이상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나, 바이오커튼에 의해 부유세균의 저감 효과도 얻
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부유세균의 경우 바람에 의해 희석되고  및 외부 먼지에 붙어
있는 돈사내부 유래 세균이 아닌 것이 시료 포집시 유입되어 배양될 수 있어 외부환
경에 의해 좌우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향후
에 부유세균 측정을 통해 배양된 세균의 동정 등을 통하여 바이오커튼에 의해 부유
세균이 저감되는지 심화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바이오커튼에 의한 미세먼지의 저감 효과의 경우 외부 날씨 등의 환경에 영향이 너
무 크게 작용하여 바이오커튼에 의한 저감 효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따라서 바
이오커튼에 의한 환경정화효과는 악취물질 및 부유세균의 저감 효과를 통해 검증할 
수 있었으며, 미세먼지의 저감 효과의 경우 날씨, 바람, 외부먼지 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 판단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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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환기량에 따른 바이오커튼에 의한 냄새물질저감 표준곡선 작성

❍ 돈사 내 환기율은 20%, 40%, 60%, 80%로 조절하여 냄새물질 저감 표준곡선을 작
성하였으며, 이때 환기량은 각각 4.34m3/s, 5.47m3/s, 7.38m3/s, 7.76m3/s 이었
다. 냄새물질 대부분이 환기량이 증가할수록 바이오커튼에 의한 저감율은 감소하였으
며, 물질에 따라 저감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물질도 있어 해당물질을 저감 시키기 위
한 추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그림 6은 돈사내 환기량을 4.34m3/s, 5.47m3/s, 7.38m3/s, 7.76m3/s으로 조절하
였을 때 암모니아 저감에 대한 표준곡선을 나타내었다. 암모니아의 경우 환기량 조절
구간내에서 70% 이상의 저감율을 보였으며, 표준곡선을 통해 y = 1.7122x2 - 
25.731x + 169.45, R² = 0.9979의 모델 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64 환기량에 따른 암모니아 저감 표준곡선

❍ 그림 7은 돈사내 환기량을 4.34m3/s, 5.47m3/s, 7.38m3/s, 7.76m3/s으로 조절하
였을 때 황화합물 저감에 대한 표준곡선을 나타내었다. 황화수소의 경우 환기량 조절
구간내에서 60% 이상의 저감율을 보였으며, 환기량이 약 5.5m3/s 이상으로 유지되
었을 경우 저감효율이 최소환기일때에 비해 급속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5.5m3/s 이상의 구간에서는 비교적 일정한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표준곡선
을 통해 y = 6.4139x2 - 85.057x + 339.55,
R² = 0.9373의 모델식을 얻을 수 있었다(그림 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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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b)는 메틸머캅탄의 표준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황화수소의 경우와 다르게 유
량이 5.5m3/s 이전 구간에서는 저감효율이 유지되었으나 5.5m3/s 이상의 구간에서 
저감 효율이 매우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준곡선을 통해 y = 
663.54e-0.416x, R² = 0.9301의 모델식을 얻을 수 있었다.

❍ 다이메틸설파이드의 표준곡선을 그림 7(c)에 나타내었다. 다이메틸설파이드의 경우 
환기량이 증가할수록 거의 일직선으로 저감효과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표준
곡선을 통해 y = 0.7158x2 - 20.218x + 156.22, R² = 0.9822의 모델식을 얻을 수 
있었다.

(a) (b)

(c) (d)

그림 65 환기량에 따른 황화화물 저감 표준곡선; (a) 황화수소, (b) 메틸머캅탄, (c) 다이메틸

설파이드, (d)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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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d)는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의 표준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4종의 황화합물 가
운데 바이오커튼에 의한 저감 효과가 가장 낮은 물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낮은 
환기량에서도 저감율은 약 15%정도이었으며, 환기량을 높였을 경우 저감율은 더욱 
감소하였다. 바이오커튼을 이용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의 저감을 위해서는 바이오커
튼 내부의 안개분무 살포 시간 및 안개분무물질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를 변화
하여 다이메탈다이설파이드의 저감 효율향상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8은 휘발성지방산류의 저감 표준곡선을 나타내었다. 휘발성지방산 가운데 아세
트산과 프로피온산의 저감 효과가 시험구간의 환기량에서 70%이상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그림 8(a), (b)), 아이소부티르산, 노르말부티르산, 아이소발레르산, 노르
말발레르산의 경우 유사한 표준곡선과 저감 효율을 보였다(그림 8(c), (d), (e), (f)). 
아세트산의 표준곡선으로부터 y = 0.5542x2 - 9.5309x + 117.97, R² = 0.6097의 
모델식을 얻었으며, 프로피온산의 저감 모델식은 y = 0.6902x2 - 12.913x + 
133.21, R² = 0.9734으로 구해졌다. 아이소뷰티르산과 노르말부티르산의 모델식은 
각각 y = -0.8388x2 + 1.1816x + 101.35, R² = 0.9949, y = -2.8384x2 + 24.541x 
+ 35.471, R² = 0.9623이었으며, 아이소발레르산과 노르말발레르산의 저감 모델식은 
각각 y = -2.3071x2 + 17.19x + 59.705, R² = 1과 y = -2.6762x2 + 25.322x + 
26.246, R² = 0.867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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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70 환기량에 따른 지방산류 저감 표준곡선; (a) 아세트산, (b) 프로피온산, (c) 아이소부

티르산, (d) 노르말부티르산, (e) 아이소발레르산, (f) 노르말발레르산 

❍ 그림 9는 페놀류 저감 표준곡선을 나타내었으며, 그림 9(a)는 페놀의 저감 표준곡선, 
그림 9(b)는 p-크레졸의 저감 표준곡선을 나타내었다. 페놀의 경우 환기량을 
5.5m3/s 까지 조절하였을 경우 저감효과가 감소하였으나 그 이상의 구간에서는 일
정한 저감효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p-크레졸의 경우 환기량이 증가
할수록 꾸준히 저감효과가 낮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두 물질의 표준곡선으로부터 
페놀은 y = 3.7291x2 - 49.191x + 217.7, R² = 0.5281과 같은 이차방정식 모델이 
도출되었으며, p-크레졸의 경우 y = -0.9851x2 + 2.3254x + 102.48, R² = 0.9513
의 이차 저감 모델식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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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77 환기량에 따른 페놀류 저감 표준곡선; (a) 페놀, (b) p-크레졸 

❍ 그림 10은 인돌류 중 인돌(그림 10(a))과 스카톨(그림 10(b))의 저감 표준곡선을 나타
내었다. 인돌의 경우 환기율 60%의 구간인 약 7.4m3/s 까지 약 80%의 저감 효과를 
보여주었으나 그 이상의 구간에서는 50% 이하의 저감효과를 보여 급격히 저감효과
가 감소하였다. 인돌의 표준곡선을 통해 y = -5.6405x2 + 60.038x – 67.781, R² = 
0.7234의 이차 저감 모델식을 얻을 수 있었다. 스카톨의 경우 가장 낮은 환기율에서 
약 70%의 저감 효과를 보였지만 이후 환기량이 증가할수록 저감효과는 매우 빠르게 
감소하여 약 24%의 저감 효과까지 감소하였다. 인돌에 비해 스카톨의 경우 바이오커
튼에 의한 제거효과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스카톨의 저감 표준 모델식은 y = 
-1.7678x2 + 10.261x + 56.406, R² = 0.9164으로 도출되었다.

(a) (b)

그림 80 환기량에 따른 인돌류 저감 표준곡선; (a) 인돌, (b) 스카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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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량에 따라 냄새물질의 표준곡선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도출된 모델식의 검증 및 
보완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10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냄새물질들은 환기량이 증가 할수록 바이오커튼 외부로 배출되는 냄새
물질의 농도가 증가함으로 바이오커튼에 의한 냄새저감 효과는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커튼의 재질 향상(외벽의 개수), 바이
오커튼 내부에 분사되는 안개분무 장치의 가동 시간 및 간격, 노즐의 개수, 안개분무
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물, 오존수, 차아염소산 등)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을 조
절하여 바이오커튼의 냄새 저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이어 향후에 이에 대한 추가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냄새물질
별 선택적 제어 기술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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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T기술 활용 냄새물질 관리시설의 실시간 성능감시 및 알림 서비

스 개발

3.1. ICT 활용한 축사 내/외부 환경정보 및 환기량 실시간 감시 시스템 개발

그림 83 환경정보 및 환기량 실시간 감시 시스템 개발 

☐ 실시간 감시 시스템 개발

❍ 시스템 개발
§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및 W3C 국제 표준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구축
§ 웹과 모바일에서 동시 접근이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 구축

❍ 시스템 구성
§ 개발언어 : springtboot (spring5), java, mysql, mybatis, jQuery
§ 시스템명 : BSMR(악취저감시설 성능감시시스템)
§ URL :　http://bsmr.ezfarm.co.kr/

http://bsmr.ezfa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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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로그인 화면 (반응형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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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정의
§ 성공적인 연구를 위해 업무 시스템 개발 전 업무 분석을 통한 명확한 기능 정의

항목 내용

대시보드
농장별로 설정된 주요 지표를 시각화하여 수치 및 이슈 사항을 한 눈
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자료분석
항목 분석

각 농장의 장비별 수집 데이터 항목(온도,습도,암모니아,환기량,풍향
/풍속)에 대한 수치 확인 

절감율 분석
암모니아 수치 절감율 분석 (외부 암모니아 수치-내부 암모니아 수
치)

알림 임계치 알람 임계치 설정
알림로그 알람 로그 기록

관리자
사용자관리 시스템 사용자 관리
농장관리 농장 관리
장비관리 농장 별 장비 관리

표 25 기능 정의

❍ 테이블 정의
§ 시스템 개발에 있어 DB 테이블 목록과 용도를 지정하고 테이블간 관계를 명시
§ 각 테이블 정의는 필드별 기록할 자료의 명칭과 타입, 속성을 명시
§ 기준에 따라 필드명칭을 부여하고, 입력 내용의 행태 문자/숫자/기타에 따라 타입 

종류와 크기를 명시

No 테이블 ID 테이블명 정의

1 TN_USER_INFO 사용자 정보 시스템의 사용자를 관리하는 테이블

2 TN_PIG_FARM 농가 정보 농가의 기본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

3 TN_EQPMN_MANAGE 장비 정보 돈사환기시스템의 장비를 관리하는 테이블

4 TN_NTIC_INFO 알림 정보 알림 설정 정보

5 TN_MESURE_INFO 측정센서 정보 측정센서 수집 데이터 정보

6 TN_VENTL_INFO 환기량 정보 환기량 수집 데이터 정보

7 TN_WETHER_INFO 기상대 정보 기상대 수집 데이터 정보

표 26 테이블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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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ID TN_USER_INFO
테이

블명
사용자정보

업무영

역
  

정의 시스템의 사용자를 관리하는 테이블

Row길이
초기

건수

발생건

수/년

인덱스 정의

인덱스명 인덱스유형
UNI

QUE
컬럼명

순

번
컬럼ID 컬럼명 PK FK 데이터타입

N/

N

DEFA

ULT

범위 및 Vaue 

Check조건
1 SN 순번 ○   INT N     

2 ID 아이디 ○ VARCHAR2(
20) N

3 AUTHOR_CODE 권한코드 CHAR(1)   

1. 관리자

2. 연구원

3. 사용자
4 PASSWORD 패스워드 VARCHAR2(

20)     

5 NM 이름 VARCHAR2(
20)     

6 TELNO 전화번호
VARCHAR2(
11)

  
‘-(하이픈)’ 

제외
7 MOBLPHON_NO 핸드폰번호

VARCHAR2(
11)

  

8 ADRES_CODE 주소코드 CHAR(12)     

9 ADRES_DETAIL 주소상세 VARCHAR2(
20)

10 FARM_NO 농장번호 CHAR(2)

11 USE_AT 사용여부 CHAR(1)

1. 사용(활
성화)

2. 비사용

  (비활성
화)

12 REGISTER_ID 등록자아이디
VARCHAR2(
20)

13 REGIST_DT 등록일시 DATETIME

14 UPDUSR_ID 수정자아이디
VARCHAR2(
20)

15 UPDT_DT 수정일시 DAT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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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ID TN_PIG_FARM
테이

블명
돈사농가

업무영

역
  

정의 농가의 기본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

Row길이
초기

건수

발생건

수/년

인덱스 정의

인덱스명 인덱스유형
UNI

QUE
컬럼명

순

번
컬럼ID 컬럼명 PK FK 데이터타입

N/

N

DEFA

ULT

범위 및 Vaue 

Check조건

1 FARM_NO 농장번호 ○ CHAR(2) N     

2 FARM_NM 농장명
VARCHAR2
(50)

    

3 FARM_KND 저감시설종류 CHAR(12)

1 . 바이 오
커튼

2 . 바이 오
필터

4 ADRES_CODE 주소코드 CHAR(12)

5 ADRES_DETAIL 주소상세 VARCHAR2
(20)

6 TLPHON_NO 전화번호
VARCHAR2
(12)

7 REGIST_DT 등록일자 DATETIME

8 REGISTER_ID 등록자아이디
VARCHAR2
(20)

9 UPDT_DT 수정일자 DATETIME

10 UPDUSR_ID 수정자아이디
VARCHAR2
(20)

11 RM 비고
VARCHAR2
(2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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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ID TN_EQPMN_MANAGE
테이

블명
장비관리

업무영

역
  

정의 돈사환기시스템의 장비를 관리하는 테이블

Row길이
초기

건수

발생건

수/년

인덱스 정의

인덱스명 인덱스유형
UNI

QUE
컬럼명

순

번
컬럼ID 컬럼명 PK FK 데이터타입

N/

N

DEFA

ULT

범위 및 Vaue 

Check조건

1 EQPMN_TY_CODE 장비구분코드 ○ CHAR(3)

1. HS =측정
센서

2. VN =환기
량

3. WE =기상
대

2 EQPMN_NO 장비번호 ○ CHAR(10)

3 FARM_NO 설치농장번호 ○ ○ CHAR(2)

4 EQPMN_INSTL_DE 장비설치일자 DATE

5 FARM_LC 설치위치
VARCHAR2(
20)

6 EQPMN_NM 장비명
VARCHAR2(
100)

7 REGISTER_ID 등록자아이디
VARCHAR2(
20)

8 REGIST_DT 등록일시 DATETIME

9 UPDT_ID 수정자아이디
VARCHAR2(
20)

10 UPDT_DT 수정일시 DATETIME

11 USE_AT 사용여부 CH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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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ID TN_NTIC_INFO
테이

블명
알람정보

업무영

역
  

정의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보낸 알람 정보

Row길이
초기

건수

발생건

수/년

인덱스 정의

인덱스명 인덱스유형
UNI

QUE
컬럼명

순

번
컬럼ID 컬럼명 PK FK 데이터타입

N/

N

DEFA

ULT

범위 및 Vaue 

Check조건

1 FARM_NO 농장번호 ○ ○ CHAR(2) N

2 EVENT_TY 이벤트발생유형 ○ CHAR(12)

1. 성능

2. 고장

3. 청소

4. 임계치
(온도)

5. 임계치
(습도)

6. 임계치
(NH3)

7. 임계치
(풍속)

3 EVENT_OCCRRNC_TY 이벤트발생일시 ○ DATETIME

4 SMS_SNDNG_DT 문자발송일시 ○ DATETIME

5 RECPTN_ID 수신 사용자ID ○ VARCHAR2(
20)

6 RECPTN_NM 수신 사용자명 ○ VARCHAR2(
20)

7 RECPTN_MOBLPHON_
NO

수신 사용자 
연락처 ○ VARCHAR2(

11)

8 EVENT_MSSAGE 수신 메시지 VARCHAR2(
20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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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ID TN_MESURE_INFO
테이

블명
측정센서정보

업무영

역
  

정의 설치된 측정센서 정보의 데이터를 연계받아 조회하는 테이블

Row길이
초기

건수

발생건

수/년

인덱스 정의

인덱스명 인덱스유형
UNI

QUE
컬럼명

순

번
컬럼ID 컬럼명 PK FK 데이터타입

N/

N

DEFA

ULT

범위 및 Vaue 

Check조건

1 FARM_NO 농장번호 ○ ○ CHAR(2) N

2 EQPMN_NO 장비번호 ○ ○ CHAR(10) N

3 EQPMN_TY_CODE 장비구분코드 ○ ○ CHAR(3) N

4 TP 온도
DOUBLE(3,1
)

5 HD 습도
DOUBLE(3,1
)

6 NH3 암모니아
DOUBLE(4,1
)

7 MESURE_DT 측정일시 ○ DATETIME N

8 LOG_DT 로그일시 DATETIME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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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ID TN_VENTL_INFO
테이

블명
환기량정보

업무영

역
  

정의 설치된 환기량 정보의 데이터를 연계 받아 조회하는 테이블

Row길이
초기

건수

발생건

수/년

인덱스 정의

인덱스명 인덱스유형
UNI

QUE
컬럼명

순

번
컬럼ID 컬럼명 PK FK 데이터타입

N/

N

DEFA

ULT

범위 및 Vaue 

Check조건

1 FARM_NO 농장번호 ○ ○ CHAR(2) N

2 EQPMN_NO 장비번호 ○ ○ CHAR(10) N

3 EQPMN_TY_CODE 장비구분코드 ○ ○ CHAR(3) N

4 TP 온도
DOUBLE(3,1
)

5 VENTLQY1 환기량1
DOUBLE(3,1
)

6 VENTLQY2 환기량2
DOUBLE(3,1
)

7 VENTLQY3 환기량3
DOUBLE(3,1
)

8 MESURE_DT 측정일시 ○ DATETIME N

9 LOG_DT 로그일시 DATETIM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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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ID TN_WEATHER_INFO
테이

블명
기상대정보

업무영

역
  

정의 설치된 기상대 정보의 데이터를 연계 받아 조회하는 테이블

Row길이
초기

건수

발생건

수/년

인덱스 정의

인덱스명 인덱스유형
UNI

QUE
컬럼명

순

번
컬럼ID 컬럼명 PK FK 데이터타입

N/

N

DEFA

ULT

범위 및 Vaue 

Check조건

1 FARM_NO 농장번호 ○ ○ CHAR(2) N

2 EQPMN_NO 장비번호 ○ ○ CHAR(10) N

3 EQPMN_TY_CODE 장비구분코드 ○ ○ CHAR(3) N

4 TP 온도
DOUBLE(3,1
)

5 HD 습도
DOUBLE(3,1
)

6 NH3 암모니아
DOUBLE(4,1
)

7 WD 풍향
DOUBLE(4,1
)

8 WS 풍속
DOUBLE(4,1
)

9 MESURE_DT 측정일시 ○ DATETIME N

10 LOG_DT 로그일시 DAT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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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사용자 관리: 사용자 검색 및 수정, 추가 기능 제공
§ 농장 관리: 농장 검색 및 수정, 추가 기능 제공
§ 장비 관리: 장비 검색 및 수정, 추가 기능 제공

그림 85 사용자 관리 화면 

그림 86 농장 관리 화면 

그림 87 장비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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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환경정보(온습도, 암모니아, 풍향, 풍속) 데이터 수집 및 연계

❍ 데이터 수집
§ 외부 환경정보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상대 설치

외부 측정센서(기상대) 설치 사진 

❍ 데이터 정의
§ 수집 데이터 유형: 정형 데이터
§ 데이터 수집 항목: 온도, 습도, 암모니아, 풍향, 풍속, 측정일시, 로그일시

순

번
컬럼ID 컬럼명 PK FK 데이터타입

N/

N

DEFA

ULT

범위 및 Vaue 

Check조건

1 FARM_NO 농장번호 ○ ○ CHAR(2) N

2 EQPMN_NO 장비번호 ○ ○ CHAR(10) N

3 EQPMN_TY_CODE 장비구분코드 ○ ○ CHAR(3) N

4 TP 온도
DOUBLE(3,
1)

5 HD 습도
DOUBLE(3,
1)

6 NH3 암모니아
DOUBLE(4,
1)

7 WD 풍향
DOUBLE(4,
1)

8 WS 풍속
DOUBLE(4,
1)

9 MESURE_DT 측정일시 ○ DATETIME N

10 LOG_DT 로그일시 DATETIME

표 27 테이블정의서_기상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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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연계
§ 외부 환경정보 데이터 연계를 위한 오픈 API 인터페이스 정의

서비스명 메시지명 메시지명(한글)

입력서비스

mesureInfo 측정센서 정보

ventlInfo 환기량 정보

weatherInfo 기상대 정보

표 28 오퍼레이션 목록

메시지명 http://bsmr.ezfarm.co.kr/weatherInfo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farmNo
(key) 농장번호 1 설치 농장 정보

eqpmnTyCode
(key) 장비구분코드 we 설치 장비 구분 코드

eqpmnNo
(key) 장비번호 1 장비 번호

tp 온도 33 측정된 온도(℃)
hd 습도 20 측정된 습도(%)

nh3 암모니아 13 측정된 암모니아(ppm)

wd 풍향 146 측정된 풍향
ws 풍속 6 측정된 풍속(m/s)

mesureDt
(key) 측정일시 2020-10-28 09:00:00 측정 일자

요청 메시지 예시
http://bsmr.ezfarm.co.kr/weatherInfo.do?farmNo=1&eqpmnTyCode=w
e&eqpmnNo=1&tp=33&hd=20&nh3=13&wd=146&ws=6&mesureDt=2020-1
0-28 09:00:00

표 29 오퍼레션 [기상대 정보] 메시지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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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출력
§ ICT 기술을 활용한 장비로부터 수집·연계된 외부 환경정보 데이터를 실시간 감시 

시스템 내 대시보드를 통해 출력

그림 89 외부 환경정보 대시보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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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환경정보(온습도, 암모니아) 데이터 수집 및 연계

❍ 데이터 수집
§ 내부 환경정보 데이터 수집을 위한 측정센서 설치

그림 90 내부 측정센서 설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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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정의
§ 수집 데이터 유형: 정형 데이터
§ 데이터 수집 항목: 온도, 습도, 암모니아, 측정일시, 로그일시

순

번
컬럼ID 컬럼명 PK FK 데이터타입

N/

N

DEFA

ULT

범위 및 Vaue 

Check조건

1 FARM_NO 농장번호 ○ ○ CHAR(2) N

2 EQPMN_NO 장비번호 ○ ○ CHAR(10) N

3 EQPMN_TY_CODE 장비구분코드 ○ ○ CHAR(3) N

4 TP 온도
DOUBLE(3,
1)

5 HD 습도
DOUBLE(3,
1)

6 NH3 암모니아
DOUBLE(4,
1)

7 MESURE_DT 측정일시 ○ DATETIME N

8 LOG_DT 로그일시 DATETIME

9

10

표 30 테이블정의서_측정센서 정보

❍ 데이터 연계

§ 외부 환경정보 데이터 연계를 위한 오픈 API 인터페이스 정의

서비스명 메시지명 메시지명(한글)

입력서비스

mesureInfo 측정센서 정보

ventlInfo 환기량 정보

weatherInfo 기상대 정보

표 31 오퍼레이션 목록



- 120 -

❍ 오퍼레이션 [측정센서 정보] 메시지 명세

메시지명 http://bsmr.ezfarm.co.kr/mesureInfo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farmNo
(key) 농장번호 1 설치 농장 정보

eqpmnTyCode
(key) 장비구분코드 hs 설치 장비 구분 코드

eqpmnNo
(key) 장비번호 1 장비 번호

tp 온도 26 측정된 온도(℃)
hd 습도 7 측정된 습도(%)
nh3 암모니아 101 측정된 암모니아(ppm)
mesureDt
(key) 측정일시 2020-10-28 09:00:00 측정 일자

요청 메시지 예시
http://bsmr.ezfarm.co.kr/mesureInfo.do?farmNo=1&eqpmnTyCode=hs&eqpmnNo

=1&tp=26&hd=7&nh3=101&mesureDt=2020-10-28� 09:00:00

❍ 데이터 출력
§ ICT 기술을 활용한 장비로부터 수집·연계된 내부 환경정보 데이터를 실시간 감시 

시스템 내 대시보드를 통해 출력

그림 91 내부 환경정보 대시보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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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장비의 환기량 데이터 수집 및 연계

❍ 데이터 수집
§ 환기장비의 환기량 데이터 수집을 위한 ICT 환기수집 장치 설치

그림 92 기존 환기량 데이터 연계 수집을 위한 주장치 설치 사진 

❍ 데이터 정의
§ 수집 데이터 유형: 정형 데이터
§ 데이터 수집 항목: 온도, 환기량1, 환기량2, 환기량3, 측정일시, 로그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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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컬럼ID 컬럼명 PK FK 데이터타입

N/

N

DEFA

ULT

범위 및 Vaue 

Check조건

1 FARM_NO 농장번호 ○ ○ CHAR(2) N

2 EQPMN_NO 장비번호 ○ ○ CHAR(10) N

3 EQPMN_TY_CODE 장비구분코드 ○ ○ CHAR(3) N

4 TP 온도
DOUBLE(3,
1)

5 VENTLQY1 환기량1
DOUBLE(3,
1)

6 VENTLQY2 환기량2
DOUBLE(3,
1)

7 VENTLQY3 환기량3
DOUBLE(3,
1)

8 MESURE_DT 측정일시 ○ DATETIME N

9 LOG_DT 로그일시 DATETIME

10

그림 93 테이블정의서_환기량 정보 

❍ 데이터 연계
§ 외부 환경정보 데이터 연계를 위한 오픈 API 인터페이스 정의

서비스명 메시지명 메시지명(한글)

입력서비스

mesureInfo 측정센서 정보

ventlInfo 환기량 정보

weatherInfo 기상대 정보

표 32 오퍼레이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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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명 http://bsmr.ezfarm.co.kr/ventlInfo
항목명(영문) 항목명(국문)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farmNo(key) 농장번호 1 설치 농장 정보
eqpmnTyCode(key) 장비구분코드 vn 설치 장비 구분 코드
eqpmnNo
(key) 장비번호 1 장비 번호

tp 온도 26 측정된 온도(℃)
ventlqy1 환기량1 7 측정된 환기량(%)
ventlqy2 환기량2 8 측정된 환기량(%)
ventlqy3 환기량3 9 측정된 환기량(%)

mesureDt
(key) 측정일시 2020-10-28 09:00:00 측정 일자

요청 메시지 예시
http://bsmr.ezfarm.co.kr/ventlInfo.do?farmNo=1&eqpmnTyCode=vn&e
qpmnNo=1&tp=26&ventlqy1=7&ventlqy2=8&ventlqy3=9&mesureDt=2020
-10-28 09:00:00

표 33 오퍼레이션 [환기량 정보] 메시지 명세

❍ 데이터 출력
§ ICT 기술을 활용한 장비로부터 수집·연계된 내부 환경정보 데이터를 실시간 감시 

시스템 내 대시보드를 통해 출력

그림 94 환기정보 데이터 대시보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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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보 대시보드 개발

❍ 대시보드
§ 농장 별로 온도, 습도, 암모니아, 풍향, 풍속 등 주요 정보 표기
§ 임계치 초과/미만에 대한 경고 및 데이터 미수집 표기

그림 95 대시보드 화면 

§ 세부 기능 정의
- 정보수정페이지는 팝업 형태로 출력

- 사용자에 따른 농장 선택 기능

- 대시보드 내 장비별 정보 정보카드 영역 및 출력 정보 정의

- 임계치 초과/미만에 대한 별도 표기 (측정값이 임계치 범위를 벗어났을 때)

- 데이터 미수집에 대한 별도 표기 (24시간 미수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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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대시보드 관련 화면정의서 

그림 97 대시보드 세부 기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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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량 분석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개발

§ 환기량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돈사 내부 환기량을 파악

그림 98 실시간 환기량 모니터링 및 분석 화면 

❍ 환기량 분석
§ 환기량 데이터 시각화 그래프
§ 선택 장비 범례 선택/미선택 가능
§ 챠트(그래프)는 PNG 파일로 별도 저장 가능

그림 99 환기량 시각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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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량 데이터

그림 101 환기량 데이터 

❍ 세부 기능 정의
§ 환기량 분석을 위한 최적의 필요 기능을 정의하여 화면정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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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환기량 모니터링 및 다운로드 기능

§ 농장별 환기장치 선택 및 환기 장치 간의 환기량 차이 분석 기능 (최대 3개 장비)

그림 103 장비 선택 기능 

§ 기간 설정을 통한 구간별 환기량 확인 

그림 104 기간 선택 기능 

§ 간격 설정을 통한 세부 환기량 확인 (10분/1시간/12시간/일 평균값/월 평균값)

그림 105 간격 선택 기능 

그림 102 엑셀 다운로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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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축사 냄새물질 관리 시설의 성능관리 및 알림 서비스 개발

그림 106 축사 냄새물질 관리 시설의 성능관리 및 알림시스템 개발

☐ 축사 냄새물질 관리 시설의 성능 관리 시스템 개발

❍ 시스템 개발
§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및 W3C 국제 표준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구축
§ 웹과 모바일에서 동시 접근이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 구축

❍ 시스템 구성
§ 개발언어 : springtboot (spring5), java, mysql, mybatis, jQuery
§ 시스템명 : BSMR(악취저감시설 성능감시시스템)
§ URL :　http://bsmr.ezfarm.co.kr/

http://bsmr.ezfa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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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사 내/외부 환경정보 비교 분석

❍ 자료분석 기능
§ 항목: 온도/습도/암모니아/풍향/풍속

그림 107 자료분석 화면 

그림 108 환경정보 자료분석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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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습도
§ 내/외부 환경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 각 장비 다중 선택을 통한 성능 비교 분석 기능 (최대 3개 장비)

- 농장과 항목을 선택 후, 장비와 기간 및 간격을 설정하여 조회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시각화 차트
(그래프)와 데이터 출력

-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시나리오1. 솔로몬 농장 선택 -> 온도 항목 선택 -> 다중 장비 선택 (내부 센서 2
개, 외부 센서 1개) -> 기간 선택 (1월 1일 ~ 2월 28일) -> 12시간 단위 출력 선
택 -> 검색

그림 109 온/습도 비교 분석 예시화면 

§ 시나리오 1 결과. 내부 센서 4,5는 설정 기간동안 평균 22.17° 를 보이는 것에 비
해 외부 센서 1의 온도 수치는 평균 0.13° 로 나타남. 이는 겨울철 외부 기온 하락
에 비해 돈사 생육 과정에서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내부 온도 조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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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모니아
§ 내/외부 환경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 각 장비 다중 선택을 통한 성능 비교 분석 기능 (최대 3개 장비)

- 농장과 항목을 선택 후, 장비와 기간 및 간격을 설정하여 조회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시각화 챠트
(그래프)와 데이터 출력

-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시나리오1. 솔로몬 농장 선택 -> 암모니아 항목 선택 -> 다중 장비 선택 (내부 센
서 2개, 외부 센서 1개) -> 기간 선택 (1월 1일 ~ 2월 28일) -> 12시간 단위 출력 
선택 -> 검색

그림 110 암모니아 비교 분석 시나리오 1 결과 화면 

§ 시나리오 1 결과. 내부 센서 4,5는 설정 기간동안 15.98ppm을 보이는 것에 비해 
외부 센서 1의 암모니아 수치 평균은 0.02ppm 으로 나타남. 이는 내부 암모니아
가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냄새 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 작동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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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향/풍속
§ 외부 기상대의 환경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 농장과 항목을 선택 후, 장비와 기간 및 간격을 설정하여 조회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시각화 챠트
(그래프)와 데이터 출력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풍향에 대한 시각화는 D3.js로 구현하여 정밀 분석이 가능

그림 111 풍향 자료분석 화면 

그림 112 풍속 자료분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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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물질 관리 시설의 저감 성능 표준곡선 시각화

❍ 절감율
§ 내/외부 환경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암모니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을 

통해 절감율을 산출하여 시각화 제공
- 절감율: ( [내부센서 측정 암모니아 수치] - [외부센서 측정 암모니아 수치] ) / [내부센서 암모니

아 수치] * 100

§ 내부/외부 센서를 각 1개 선택하여 절감율 분석 기능 (최대 2개 장비)
- 농장과 항목을 선택 후, 장비와 기간 및 간격을 설정하여 조회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시각화 챠트

(그래프)와 데이터 출력

-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표준 값을 벗어나는 이상치를 별도 표기
- 최종 절감율이 음수(-)인 경우 붉게 표기하며, ‘이상의심’ 추가 출력

- 최종 값이 음수며, 내부 센서 값이 0인 경우 붉게 표기하며, ‘이상의심’ 추가 출력

§ 예시)
- 내부 NH3=8, 외부 NH3=0 일 경우, 절감율 출력 = 100%

- 내부 NH3=8, 외부 NH3=4 일 경우, 절감율 출력 = 50%

- 내부 NH3=8, 외부 NH3=8 일 경우, 절감율 출력 = 0%

- 내부 NH3=4, 외부 NH3=6 일 경우, 절감율 출력 = -50%(이상의심)

- 내부 NH3=4, 외부 NH3=8 일 경우, 절감율 출력 = -100%(이상의심)

- 내부 NH3=0, 외부 NH3=8 일 경우, 절감율 출력 = -%(이상의심)

☐ 센서고장의 유무판단에 대한 평가 기준 제시

❍ 기본 알림(센서 고장 등) 알람

§ 환경 및 암모니아 수집 센서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각 항목 임계치에 대한 알람 외 
센서의 고장 유무 및 성능 유지를 위한 알람을 제공함

§ 연구 기간동안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뢰성을 가지는 각 항목에 대한 권장값
을 제공하나, 농가 규모 및 사육 환경 등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사용자 설정 기
능을 추가함

- 측정 센서 데이터 값이 n시간 이상 수집되지 않을 경우 알림

- 데이터 값이 n시간 이상 지속하여 수집되지 않을 경우 센서 이상 유무에 대한 확인 알람 제공
* 권장값: 6시간

§ 측정 센서 데이터 값이 전 주 평균과 대조하여 n% 이상 증감할 경우 알림
- 암모니아 및 환경 센서 고장의 경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히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성능이 저하되는 형태로 급이기 등 타 IOT장비의 고장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에, 단순히 미
수집만이 아닌 평균 값 대비 지속적 증감에 대한 알람을 제시함으로써 센서 이상 유무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권장값: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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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소: 장비 설치일로부터 n일 마다 청소/점검 권고 알림
- 암모니아 수집 장비 특성상 부식으로 인한 고장을 막기위해 잦은 장비 관리가 필요함

  * 권장값: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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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사 내부의 암무니아가 냄새물질 저감 시설을 통과함에 따라 얼마나 저감되

었는지 저감 효율 모니터링

❍ 저감 효율 분석
§ 시나리오1. 솔로몬 농장 선택 -> 절감율 항목 선택 -> 다중 장비 선택 (내부 센서 

1개, 외부 센서 1개) -> 기간 선택 (2월 1일 ~ 2월 28일) -> 12시간 단위 출력 선
택 -> 검색

그림 113 절감율 분석 시나리오 1 결과 화면

§ 시나리오1 결과. 
- 내부 센서 5의 암모니아 수치 평균은 15.29ppm, 외부 센서 1은 1.04ppm

- 설정 기간동안 내/외부 암모니아 차이는 14.25ppm, 평균 93.22% 절감율을 보임

그림 114 절감율 분석 시나리오 1 결과 데이터

§ 그림의 수치로 볼 때, 내부 암모니아가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냄새 
저감 시설의 기능이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정 기간(2월 10일) 내/외부 센서 암모니아 측정값이 0ppm 인 것으로 볼 때, 해
당 기간 동안의 환경 센서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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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10일은 센서 장비의 유지보수일임

❍ 활용
§ 농장 선택을 통해, ‘바이오커튼’ 설치 농가와 ‘바이오필터’ 설치 농가의 절감율을 

대조하여, 냄새 저감 효율을 분석할 수 있음
§ 내/외부 장비 선택을 통해, 특정 위치의 암모니아 수치 이상치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센서 이상 여부와 환경 조건 형성에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음
§ 기간/간격 설정을 통해, 해당 특정 시점의 절감율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

해낼 수 있음

그림 115 절감율 분석 시나리오 1 결과 (이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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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커튼과 바이오 필터 저감 효율 분석
§ 바이오 커튼

그림 116 바이오 커튼 절감율

- 해당 바이오 커튼 설치 농가는 구축사로서 비육사 내부의 냄새가 비교적 심한 농가이나 외부의 
암모니아 수치는 1~5ppm 정도 수치가 측정됨

- 내부와 외부 비교 결과 특정 기간 절감율은 84.19%로 분석되었으며 평균적으로 75% ~ 85% 사
이에서 절감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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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필터

그림 117 바이오 필터 절감율

- 해당 바이오 커튼이 설치된 농가는 신축사로서 자돈사 내부의 냄새가 심하지 않은 농가로서 돈사 
내부의 암모니아 수치도 5~8ppm 정도 수치가 측정되며 돈사 외부 필터 부근에서는 0~3ppm 정
도가 측정됨

- 내부와 외부 비교 결과 특정 기간 절감율은 82.80%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80~90% 사이에서 
절감된 것으로 나타남



- 141 -

☐ 알림 서비스 개발

❍ 알림 서비스
§ 카카오 알림톡 API를 활용
§ 사용자가 설정한 임계치를 벗어난 경우(미만/초과) 지정된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알

림 메시지를 전송

❍ 프로세스
§ 사용자 정보 등록 
§ 알림 임계치 설정
§ 알림 설정
§ 사용자 설정 임계치 초과/미만 이벤트 발생
§ 사용자 알림(카카오톡 메시지)

그림 118 알림 서비스 프로세스

❍ 알림 템플릿 정의
§ 사용자 알림 템플릿 정의

API스토어ID 플러스친구 템플릿코드 템플릿명 내용

ez** ez**

BSMR01 임계치 알림 장비별 임계치 알림 
(설정 임계치 알림 등)

BSMR02 기본알람(성능) 절감율 성능 알림 (전 주 대비 
절감율 수치 차이 등)

BSMR03 기본알람(고장) 장비별 고장 알림
(데이터 미수집 등)

BSMR04 기본알람(청소) 기본 알림 (주기적 청소 시기 등)

그림 119 사용자 알림 템플릿

§ 사용자 알림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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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코드 템플릿명 메시지내용

BSMR01 임계치 
알림 

[#{2020년 11월 20일 00시 00분}] : #{사용자} 님,  
[#{농장명}]_[#{장비명}] 장비의 [#{해당데이터명}] 가 현재 

[#{해당데이터수치}] 로, 설정된 임계치값 범위를
 [#{해당데이터수치})] 만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오니, 

문제상황발생여부확인이필요합니다.

예시 (측정센서 임계치 알람) :
[TN_MESURE_INFO>MESURE_DT] : 'TN_USER_INFO>NM'님, 

[TN_PIG_FARM>FARM_NM]_[TN_EQPMN_MANAGE>EQPMN_NM] 
장비의 ["온도"]가 현재 [TN_MESURE_INFO>TP] 로, 성정된 임계치값 

범위를 [1.(+-x)] 만큼
벗어나는것으로확인되오니,

문제상황발생여부확인이필요합니다.

BSMR02 기본알람
(성능)

[#{2020년 11월 20일 00시 00분}] : #{사용자} 님,  [#{농장명}] 
농장의  NH3 절감율(내/외부 평균)은 [#{해당데이터수치}]로, 전 주 

평균 [#{해당데이터수치}] 에 비해 
[#{해당데이터수치}]만큼감소한것으로확인되오니,

문제상황발생여부확인이필요합니다.

[TN_MESURE_INFO>MESURE_DT] : 'TN_USER_INFO>NM'님, 
[TN_PIG_FARM>FARM_NM] 농장의 NH3 절감율(내/외부 평균)이

[1.NH3절감율]로, 전 주 평균 [2.NH3절감율평균] 에 비해 
[3.NH3절감율임계치 차이] 만큼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오니, 

문제상황발생여부확인이필요합니다.

BSMR03 기본알람
(고장)

[#{2020년 11월 20일 00시 00분}] : #{사용자} 님,  
[#{농장명}]_[#{장비명}] 장비의 

데이터값이[#{해당데이터수치}]시간동안수집되지않고있사오니,
문제상황발생여부확인이필요합니다.

[TN_MESURE_INFO>MESURE_DT] : 'TN_USER_INFO>NM'님, 
[TN_PIG_FARM>FARM_NM]_[TN_EQPMN_MANAGE>EQPMN_NM] 

장비의
데이터값이[1.설정된 임계치 값] 시간 동안 수집되지 않고 있사오니,

문제상황발생여부확인이필요합니다. 

BSMR04 기본알람
(청소)

[#{2020년 11월 20일 00시 00분}] : #{사용자} 님,  
[#{농장명}]_[#{장비명}] 장비가 

점검일(설치일)[#{해당데이터수치}]로부터[#{해당데이터수치}]일이지났
습니다.

양질의데이터수집을위해점검및청소를권장드립니다.

[TN_MESURE_INFO>MESURE_DT] : 'TN_USER_INFO>NM'님, 
[TN_PIG_FARM>FARM_NM]_[TN_EQPMN_MANAGE>EQPMN_NM] 

장비가 
점검일(설치일)[TN_EQPMN_MANAGE>REGIST_DT]로부터 [설정된 

임계치 값] 일이
지났습니다.

양질의데이터수집을위해점검및청소를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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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페이스 
§ 사용자 알림에 대한 화면 정의

그림 120 화면정의서_사용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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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API
§ 카카오 알림톡 API STORE 신청
§ 카카오 알림톡 템플릿 등록

그림 121 카카오 API 템플릿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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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서비스 구현
§ 임계치 설정 

- 임계치 설정 화면

그림 122 임계치 설정 화면

§ 전체 알림에 대한 on/off 설정 기능 제공 
§ 알람 테스트 메시지 발송 기능
§ 기본 알림에 대한 임계치 설정 및 on/off 설정 기능 제공

- 성능: 암모니아 절감율이 전주 평균에 비해 n% 이상 감소한 경우 알림

- 고장: 측정 센서 데이터 값이 n시간 이상 수집되지 않을 경우 알림

- 청소: 장비 설치일로부터 n일 마다 청소/점검 권고 알림

그림 123 전체/기본 알람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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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테스트 메시지 발송 기능 
§ 농장별 장비 알림 기능 

- 농장 선택 가능

- 선택 농장 내 장비(내/외부 센서) 선택 가능

§ 장비 별 임계치값 설정 기능 
- 항목: 온도, 습도, 암모니아, 풍속

그림 124 농장별 알람 설정 화면 

❍ 알림 로그 
§ 알람 로그 조회 기능

- 농장별 알람 로그 조회 기능 제공

- 농장 내 유형 별 로그 조회 기능 제공 (이상/성능/고장/청소)

- 조회 기간 설정 가능

그림 125 알람 로그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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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결과
§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 발송

 

그림 126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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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범적용

☐ 테스트베드 농장 선정

❍ 테스트베드 농장으로 양돈 농가 3농가를 선정

❍ 농가 선정
§ 축사 냄새물질 저감 시설(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과 환기 시설이 기 설치된 농가 
§ 농장유형은 자돈/비육돈 돈사로서 무창형 돈사를 우선 선정

구분 내용

축사 냄새물질
저감 시설

유형

바이오커튼
기 설치
2개 농가

 

<솔로몬농장>                   <연암농장>

바이오필터
기 설치
1개 농가

<삼송농장>

 표 34 농장 선정

농가명 구분 대상 돈사
삼송농장 바이오필터 자돈사

솔로몬농장 바이오커튼 비육사
연암농장 바이오커튼 비육사

표 35 테스트베드 선정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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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환경장비 설치

§ 축사 내부에는 ICT 온습도, 암모니아 측정 및 수집 장비 설치 
§ 축사 외부에는 ICT 온습도, 암모니아, 풍향, 풍속 등 측정 및 수집 장비 설치
§ 암모니아 센서 수명 연장을 위한 센서 노출부 밀폐케이싱 및 공기순환장치 설치
§ 암모니아 센서 고장 시 교체 및 유지보수
§ 돈사 내부와 외부 각각 설치하여 축사 냄새물질 저감 시설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온습도 및 암모니아 데이터 수집

농장명 솔로몬 농장 / 바이오커튼

농장
위치도

설치 
장비

장비: 주장치_1
주장치 : 각 센서노드와 연결되어 데이
터를 전송하는 장치

표 36 테스트베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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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기상대_1
수집 데이터: 온도, 습도, 암모니아, 풍
향, 풍속

장비: 내부센서_1,2
수집 데이터: 온도, 습도, 암모니아

 

장비: 외부센서_1,2,3
수집 데이터: 온도, 습도, 암모니아

  

장비: 환기량
수집 데이터 : 온도, 환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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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명 연암 농장 / 바이오커튼

농장
위치도

설치 
장비

장비: 주장치_1
주장치 : 각 센서노드와 연결되어 데이
터를 전송하는 장치

장비: 기상대_1
수집 데이터: 온도, 습도, 암모니아, 풍
향, 풍속

장비: 내부센서_1,2
수집 데이터: 온도, 습도, 암모니아

  

표 37 테스트베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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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외부센서_1,2
수집 데이터: 온도, 습도, 암모니아

 

농장명 삼송농장 / 바이오필터

농장
위치도

설치
장비

장비: 주장치_1
주장치 : 각 센서노드와 연결되어 데이
터를 전송하는 장치

장비: 기상대_1
수집 데이터: 온도, 습도, 암모니아, 풍
향, 풍속

표 38 테스트 베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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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내부센서_1,2
수집 데이터: 온도, 습도, 암모니아

 

장비: 외부센서_1
수집 데이터: 온도, 습도, 암모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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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창 돈사 배출 악취제어 시스템 종류별 현장 모니터링

4.1. 무창 돈사 배출 악취제어 시설 현장 모니터링

☐ 바이오 필터 악취저감 효과 평가

❍ 연암대 자돈사에 측벽에 설치한 바이오 필터 독립형, 체인형의 시험운용을 통하여 바
이오 필터의 물리적, 화학적 악취 저감 능력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환경 측
정을 실시하였다. 

1. 재료 및 방법

구 분 규격 악취측정 비고

자돈사 폭 6m, 길이 12m
직접관능, O.M.X , 

가스검지관
무창돈사

바이오필터
체인형: 1m x 1m x 2m

독립형: 1.8m x 0.9m x 1.2m
〃

물탱크용량: 
200~300ℓ

악취저감제 식물성 아로마 오일 시간 당 1회 분무

표 39 바이오필터 및 측정장비

- 주 1회 측정

- 내부 및 필터 청소 : 3일 간격

바이오 필터 체인형 가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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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가스 독립형 가스측정

바이오 필터 내부청소 실시

그림 127 바이오필터 및 커튼 설치 및 측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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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및 고찰

 가) 체인형 바이오 필터

그림 128 체인형 바이오필터 악취유발원 측정

그림 129 체인형 복합악취 측정기 결과

❍ 체인형 바이오필터는 독립형 바이오필터보다는 관리측면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악취저감 효과는 독립형과 거의 유사한 수준(2.5ppm 이하)으로 측정되
었다. 또한 바이오필터후 암모니아 농도는 바이오필터 전보다 50% 정도 악취가 저감
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필터에 의한 먼지의 제거 효과가 상당히 악취 저감 효과
를 가져 온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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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립형 바이오 필터

그림 131 독립형 복합악취 측정기 결과

❍ 독립형 바이오필터는 체인형 바이오필터보다 훨씬 빠르게 바이오필터 장치내 먼지가 
축적되어 먼지제거를 수시로 해 주어야 하는 단점이 나타났다.

❍ 그러나 악취저감 효과는 체인형 보다는 유사한 수준(2.0ppm 이하)으로 측정되었으
나, 바이오필터 후 암모니아 농도는 바이오필터 전보다 50% 이상 악취가 저감되었
다. 이것은 바이오필터에 의한 먼지의 제거 효과가 상당히 악취 저감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바이오필터에 축적되는 먼지량이 많아져 여름철에는 돈사내 
배기팬의 역압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독립형, 체인형 모두 악취저감 효과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악취 저감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특히 독립형에 비해 세척수 사용량이 적은 체인형에서 더 
쉽게 악취저감 정도가 떨어졌으며 일부 구간에서 바이오필터 전과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측정 결과도 관찰되었다. 

그림 130 독립형 바이오필터 악취유발원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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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원인 

·노즐 막힘현상으로 인한 분무능력 저하 및 미생물 증식

· 잦은 청소요구량

d) 대안 설정 : 돈사 내 환기팬 입구에 필터 스크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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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체인형 바이오필터 악취유발원 측정(스크린 부착) 

그림 133 체인형 복합악취 측정기 결과 (스크린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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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체인형 복합악취 측정기 결과

❍ 돈사 환기량이 낮아지는 계절에 측정 한 관계로 가스 및 복합악취정도는 초기 실험
보다 높게 나왔지만 악취저감능력이 좀더 향상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초기 2
일에서 1일마다 스크린의 분진을 청소해야 함으로 관리자의 작업량이 더 증가되었으
며 분진집적으로 인한 환기량 저하문제가 쉽게 발생되는 것을 발견하여 사양농가에 
적용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135 독립형 바이오필터 악취유발원 측정 

그림 136 스크린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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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커텐 악취저감 효과 평가

❍ 돈사 내부에서 악취물질 전달의 매개체인 분진의 양을 저감하는 것은 돈사배출 악취
량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며 이를 통해 관리자 및 사양돈의 환경 질의 향상
과 더불어 농가사양성적 증진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돈사 내 분진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실험에서는 돈사 내에서 발생하여 외부로 배
출되는 먼지를 포집하는 바이오커텐을 설치하여 돈사외부로 배출되는 각종 세균, 곰
팡이, 박테리아, 악취 등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 2. 연구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되는 바비오커텐은 한겹과 두겹(2중 이상)으로 설치를 하여 실험

을 실시하였다. 분진량의 측정을 위하여 Tes 5110 Particle counter를 사용하여 분

진 크기별 변화량을 관찰하였고 검지관을 통해 돈사의 대표적인 악취유발물질은 

NH₃, DMA에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은 기기의 On/Off마다 48시간씩 작동/휴

식 이후 측정하였다. 

구 분 품명 측정항목

악취측정기
가스검지관 NH₃, DMA

OMX-SRM 복합악취측정

분진측정기 Tes 5110 Particle counter
분진측정

(0.3, 0.5, 1, 2, 5, 10㎛)

표 40 실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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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커텐 설치 파이프 바이오커텐 내부

바이오커텐 외부 바이오커텐 외부 세척

그림 137 한겹 바이오커텐 설치사진

- 차광율 250% 이상, 2중 커텐(커텐내부, 외부-공간이격 50cm)

바이오커텐 내부 1차 커텐 바이오커텐 외부 2차 커텐

그림 138 2중(2겹 이상) 바이오 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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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9 <오존이용 악취 저감 결과>

☐ 실험 결과

❍ 악취발생 민원으로부터 해방하여 지속적 축산 가능

* 내부, 외부 : 바이오커텐 내․외부, * 돈사내부 암모니아 : 15ppm

* 환경측정 지점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외부 10cm 지점 

구분
공기속도, m/s 먼지, ㎎/m3 암모니아, ppm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1겹 2.7 0.8 1297 1184 12.6 2.3

2겹 3.1 0.5 1375 196 14.3 1.7

3겹 3.2 0.2▼ 1653 141 18.0 1.0▼

표 41 바이오커텐 두께 별 먼지 및 악취 저감 효과(오존 분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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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   무창돈사 측벽 환기팬으로 배출되는 곳에 악취를 포집하는 바이오커텐을 설치하여 
그 안에 오존수를 이용하여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키고자 하였으며, 실험 
결과 측벽환기식 양돈농가에서는 바이오커텐 설치 및 오존수를 이용하여 악취 저감
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165 -

4.2. 우사 악취 배출 저감 효과 평가

❍ 연암대 한우사 2동 가운데 1동에는 기존 환기 시스템(대조구)과 환기 시스템 개선(처
리구)을 통한 우사내 악취 및 환경(온도) 변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 재료 및 방법

구 분 환기팬 악취 및 환경 측정 비고

기존 환기 1,000mm 환기팬 직접관능, 가스검지관, 온도계 윈치 우사

개선 환기
500mm 에어제트팬
1,000mm 배기팬

〃 윈치 우사

표 42 환기시스템 개선 전후

- 주 3회 측정

 4) 시험 방법 

   - 연암대 한 우사 2동 가운데 1개 우사를 개조하여 비교 실험하였다. 우사는 

높이 6m, 우사 폭 25m 길이 70m의 같은 제원의 우방을 가진 우사를 대조구

(일반 환기)와 처리구(환기 개선)로 설정하여 실험

   - 실험은 온도를 환경콘트롤러에 일정 온도를 같게 유지하여 환나기팬을 가동

하였다. 그리고 우사 환경정보, 우사 내부와 배출되는 악취 및 열량의 변화를 

측정.

   - 악취가스 측정 : NH3와 H2S 현장 직독식 측정.

   - 열량(온도, 습기) 측정 지점 

     ·우방 바닥으로부터 1m, 3m, 5m 상부 지점 및 측벽 내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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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측정(NH3, H2S) 배기량 돈사 온·습도

가스측정기

(Honey-Well社)
가스텍 검지기

열선풍속-온도계

(Testo-425)
간이 온습도계

그림 140 측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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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우사 측벽 전경 개선 우사 측벽

일반 우사 상부 중계팬 없음 상부 에어제트팬 설치

일반 우사 외부 측벽 개선 우사 외부 측벽

그림 141 우사 모니터링 설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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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음 에어제트팬 500mm

에어제트팬 설치 측벽 배기팬 설치

연기 분무 실험 공기 배출 실험

그림 142 우사 환기시스템 및 실험설계 측정장비 

☐ 결과 및 고찰

 가) 악취 저감 효과

 우사 내 악취 저감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 지점은 하부(50cm), 중앙(3m), 상

부(5m)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나) 우사내 환기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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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중계팬 설치 및 측정 지점>

그림 144 <우사 내부 중계팬 설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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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5 <측벽 배기팬 설치 간격>

그림 146 우사 악취배출 저감효과

❍ 측정 결과 우사 길이 30m 지점 (1)번, (2)번 및 (3번) 모든 지점에서 개선 전의 온도
가 개선 후의 온도보다 평균 2℃ 이상 높게 측정되으며, 특히 측벽 배기구 주변에
서의 온도는 아래 표와 같이 –4℃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엿다. 이것은 우사 내의 높
은 온도를 개선 후의 환기 방식에서 우사 외부로 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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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우사 길이 방향 측벽 끝 온도, ℃ 비고
개선 전 개선 후 온도 차

상 39 35 -4℃
중 37 34 -3℃
하 33 33 0℃

표 43 측벽 배기구 주변 온도

지점 우사 길이 방향 측벽 끝 NH3 농도, ppm 비고
개선 전 개선 후 온도 차

상 12 7 -5ppm
중 8 6 -3ppm
하 6 4 -2ppm

표 44 측벽 배기구 주변 가스 농도 변화 

❍ 또한 우사 내부의 NH3 가스 농도는 배기 공기와 함께 우사 외부로 배출되는데, 
특히 우사 상부에서 개선 전 12ppm은 개선 후 7ppm으로 적게 측정 되었다. 따라서 
우사내 환기팬 설치로 인한 개선 효과는 높은 온도 배출과 함께 우사 내부의 NH3 
가스도 ㄹ함께 배출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47 <우사 내부 NH3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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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과 이중막 바이오커텐을 이용한 돈사 악취저감 효과

❍ 점점 사육규모가 대형화, 밀집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개별적인 대응보다는 축사 
전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악취 저감 시설이 필요로 하게 되었
다. 따라서 악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방진커텐을 돈사 측벽 외부에 설치를 하고 물리적 필터링 방식과 화학적 저감방식의 
사용을 통한 양돈농가에서 배출되는 악취량의 효율적인 저감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가에 설치하기 간편하며, 유지보수가 쉬운 방진커텐을 측벽배기구에 설
치하였고 방진커텐의 필터 두께에 따른 악취저감 효과 및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또
한  화학적 분해물질로  돈사에서 발생한 악취발생 물질을 산화시켜 알데히드
(-CHO), 이산화탄소(CO2)등으로 분해시켜 독성과 악취가 없는 물질로 바꾸어 주는 
탈취작용이 가능하고 일정한 유지와 보관 없이 현장에서 바로 생성되어 물에 용해할 
수 있는 오존수를 산화제로 사용하여 방진커텐 내부에 저류되는 악취가스와 악취유
발물질들의 물리적 제거와 화학적 분해를 통한 방진커텐의 악취저감 효율의 증가도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되는 오존발생기는 자체 제작하였으며, 악취 분석은 시중에 시판

되고 있는 현장 직독식 검지관을 사용하였다. 돈사는 일반 분만 분만사 무창돈사에

서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방진커텐은 단일막의 경우 차광율 75%(그

물코 2cm) 2겹을 설치하였고, 2중막(커텐)의 경우 1차 분진구역은 차광율 75%(그물

코 2cm) 4겹으로 설치하였고 2차분진구역은 차광율 95%(그물코 1cm) 2겹으로 설

치하여 단일막과 2중막일 때 악취 발생도를 비교해보고, 내부에 오존수 발생장치

를 이용하였을 때의 악취저감정도 역시 비교해보았다. 실험에 사용한 오존의 농도

는 0.2ppm 이하로 발생시켜 밀폐형 탱크내부 물에 용해시켜 안정성을 유지하였다.

구 분 규격 비고

돈사 분만자돈사, 12mx40m 무창돈사

바이오커텐
2.5m x 40m 차광율 75% 2중

2.5m x 40m, 차광율 75% 4중

오존수 발생장치 30cm(W)x25(D)x60(H) 0.2ppm 이하
1분간격

 20초 on,  40초 off

표 45 돈사 및 오존수 발생장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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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측정 1 측정 2 오존 발생

9시 0.07 0.08
24H,  20분 발생, 10분 

정지 작동기준 
10시 30분 0.12 0.09

11시 0.08 0.09

표 46 용존 오존 농도 변화 (단위 : ppm)

3. 결과 및 고찰 

  실험은 돈사내부, 1차필터링, 2차필터링으로 구분하여 돈사의 대표적인 고농도 

악취발생 물질인 암모니아와 아민류에 대해 측정하였고, 물리적저감방식(방진필

터)만 사용했을때와 물리적 + 화학적 저감방식(오존수)을 같이 사용했을 때로 구분

하여 진행하여 다음과 같이 그래프 나타내었다.

NH3 저감도 저감율
A지점 B지점 D지점 B지점 D지점 B지점 D지점

8 4 3 50% 62.5% -4 -5
7 4 2.4 43% 65.7% -3 -4.6
4 3.8 3 5% 25.0% -0.2 -1
6 5.4 2 10% 66.7% -0.6 -4
5 7 3 -40% 40.0% 2 -2
6 7 3 -17% 50.0% 1 -3

표 47 단일막 바이오필터 악취물질별 저감도 _ a)필터

R-NH2 저감도 저감율
A지점 B지점 D지점 B지점 D지점 B지점 D지점

4.2 2.5 1 40% 76.2% -1.7 -3.2
3 0.2 0 93% 100.0% -2.8 -3
0 0.5 0 -50% 0.0% 0.5 0
13 8 2 38% 84.6% -5 -11
22 15 7 32% 68.2% -7 -15
22 18 13 18% 40.9% -4 -9

NH3 저감도 저감율
A지점 B지점 D지점 B지점 D지점 B지점 D지점

10 6 1 40% 90.0% -4 -9
8 3 0.2 63% 97.5% -5 -7.8
5 3 0.5 40% 90.0% -2 -4.5
7 1 0.2 86% 97.1% -6 -6.8
2 1 0 50% 100.0% -1 -2
24 1 0 96% 100.0% -23 -24

표 48 단일막 바이오필터 악취물질별 저감도 _ b). 필터+오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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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3 저감도 저감율
A지점 B지점 C지점 D지점 B지점 C지점 D지점 B지점 C지점 D지점
5 5 5 1 0 0 -4 0% 0% 80%
4 5 4 0 1 0 -4 -25% 0% 100%
4 5 5 0 1 1 -4 -25% -25% 100%
5 5 5 0 0 0 -5 0% 0% 100%
4 3 3 0 -1 -1 -4 25% 25% 100%
5 4 4 0 -1 -1 -5 20% 20% 100%
5 5 4 0 0 -1 -5 0% 20% 100%
5 5 5 0 0 0 -5 0% 0% 100%
4 4 4 0 0 0 -4 0% 0% 100%
8 8 4 0 0 -4 -8 0% 50% 100%

표 49 이중막 바이오필터 악취물질별 저감도 _ a) 필터

R-NH2 저감도 저감율
A지점 B지점 C지점 D지점 B지점 C지점 D지점 B지점 C지점 D지점
5 6 6 1 1 1 -4 -20% -20% 80%
4 5 5 1 1 1 -3 -25% -25% 75%
6 6 6 1 0 0 -5 0% 0% 83%
5 5 5 0 0 0 -5 0% 0% 100%
4 4 4 0 0 0 -4 0% 0% 100%
4 4 3 0 0 -1 -4 0% 25% 100%
4 4 4 0 0 0 -4 0% 0% 100%

4 3 0.2 25% 95.0% -1 -3.8
5 0.5 0 90% 100.0% -4.5 -5
6 5 2 17% 66.7% -1 -4
0.4 3 0 -650% 100.0% 2.6 -0.4
21 0.1 0 100% 100.0% -20.9 -21
24 15 4 38% 83.3% -9 -20

R-NH2 저감도 저감율
A지점 B지점 D지점 B지점 D지점 B지점 D지점

19 10 0 47% 100.0% -9 -19
18 5 1.4 72% 92.2% -13 -16.6
13 8 2 38% 84.6% -5 -11
13 2 0 85% 100.0% -11 -13
0.5 0 0 100% 100.0% -0.5 -0.5
32 0 0 100% 100.0% -32 -32
24 0 0 100% 100.0% -24 -24
13 2 0 85% 100.0% -11 -13
4 1.5 0 63% 100.0% -2.5 -4
1 0 0 100% 100.0% -1 -1
15 0 0 100% 100.0% -15 -15
16 1 0 94% 100.0%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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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3 저감도 저감율
A지점 B지점 C지점 D지점 B지점 C지점 D지점 B지점 C지점 D지점
4 5 5 0 1 1 -4 -25% -25% 100%
5 4 4 0 -1 -1 -5 20% 20% 100%
2 5 5 0 3 3 -2 -150% -150% 100%
5 5 2 0 0 -3 -5 0% 60% 100%
4 3 2 0 -1 -2 -4 25% 50% 100%
5 4 2 0 -1 -3 -5 20% 60% 100%
5 4 4 0 -1 -1 -5 20% 20% 100%
5 5 4 0 0 -1 -5 0% 20% 100%
5 4 4 0 -1 -1 -5 20% 20% 100%
5 4 4 0 -1 -1 -5 20% 20% 100%
5 5 1 0 0 -4 -5 0% 80% 100%
5 5 5 0 0 0 -5 0% 0% 100%
5 5 5 0 0 0 -5 0% 0% 100%
5 5 5 0 0 0 -5 0% 0% 100%
5 7 5 0 2 0 -5 -40% 0% 100%
5 6 3 0 1 -2 -5 -20% 40% 100%
5 5 2 0 0 -3 -5 0% 60% 100%
5 6 1 0 1 -4 -5 -20% 80% 100%
8 8 5 1 0 -3 -7 0% 38% 88%
7 5 4 2 -2 -3 -5 29% 43% 71%
9 6 3 0 -3 -6 -9 33% 67% 100%
8 7 1 0 -1 -7 -8 13% 88% 100%
15 10 1 0 -5 -14 -15 33% 93% 100%
11 10 5 0 -1 -6 -11 9% 55% 100%
18 15 2 0 -3 -16 -18 17% 89% 100%
16 10 5 0 -6 -11 -16 38% 69% 100%

표 50 이중막 바이오필터 악취물질별 저감도 _ b) 필터+오존수

4 5 5 0 1 1 -4 -25% -25% 100%
3 4 4 0 1 1 -3 -33% -33% 100%
20 20 15 0 0 -5 -20 0% 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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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H2 저감도 저감율
A지점 B지점 C지점 D지점 B지점 C지점 D지점 B지점 C지점 D지점
9 10 10 1 1 1 -8 -11% -11% 89%
10 10 10 0 0 0 -10 0% 0% 100%
9 10 9 0 1 0 -9 -11% 0% 100%
11 17 8 0 6 -3 -11 -55% 27% 100%
12 10 10 0 -2 -2 -12 17% 17% 100%
11 9 6 0 -2 -5 -11 18% 45% 100%
10 10 9 0 0 -1 -10 0% 10% 100%
11 10 8 0 -1 -3 -11 9% 27% 100%
11 10 10 0 -1 -1 -11 9% 9% 100%
9 9 8 0 0 -1 -9 0% 11% 100%
10 10 5 0 0 -5 -10 0% 50% 100%
10 15 5 0 5 -5 -10 -50% 50% 100%
10 15 5 0 5 -5 -10 -50% 50% 100%
10 18 10 0 8 0 -10 -80% 0% 100%
15 20 10 0 5 -5 -15 -33% 33% 100%
18 15 10 0 -3 -8 -18 17% 44% 100%
15 12 5 0 -3 -10 -15 20% 67% 100%
20 15 6 0 -5 -14 -20 25% 70% 100%
20 20 15 5 0 -5 -15 0% 25% 75%
20 15 10 4 -5 -10 -16 25% 50% 80%
25 19 5 0 -6 -20 -25 24% 80% 100%
20 18 5 0 -2 -15 -20 10% 75% 100%
40 30 3 0 -10 -37 -40 25% 93% 100%
40 30 5 0 -10 -35 -40 25% 88% 100%
50 45 10 0 -5 -40 -50 10% 80% 100%
50 40 20 0 -10 -30 -50 20% 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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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필터와 이중필터저감의 차이
§ 측정의 반복수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단일커텐의 경우 돈사와 외부의 악취농도의 

변화가 25~65%사이의 일정하지 않은 저감 효율을 보였다 이는 돈사 내부의 악취
농도나 필터(커텐)망에 악취물질의 집적, 외부 온도 및 습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필터를 거친 돈사 배기가스의 악취물질의 확산의 차이가 있다고 사료되며, 2중 필
터의 경우 1차와 2차 필터까지 돈사 내부의 악취물질 농도에 따라 비슷하거나(B지
점의 경우 저감율 -50%~10% C지점의 경우 -11~80%) 돈사보다 높은 악취농도를 
보였지만 2중 필터 이후 외부(커텐으로부터 30cm 지점)로 노출되는 악취는 1ppm 
이하로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 

a) 단일필터

b)이중필터

그림 148 필터 횟수에 따른 악취저감의 변화

 ※A: 돈사내부, B: 배기후드와 1차필터사이, C:1차필터와 2차필터사이 D: 외부

❍ 오존수 분무 시 단일 필터와 이중필터저감의 차이
§  단일막 형태의 경우 오존수 분무를 통해 필터링 후 배출되는 배기공기의 악취저감

의 효율(66%~100%)이 물리적 필터만을 사용했을 때 (25~65%)보다 저감효율이 높
아지고 균일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중막의 경우 돈사 환기팬을 통해 분진과 
악취가스가 저류되는 B지점의 경우 악취발생량이 돈사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가 많
아 단일막보다 돈사 배기가스의 외부 확산이 느리게 되고 돈사의 악취농도가 높더
라도 오존수 분무와 필터 이후 배출되는 악취가 단일막의 경우 암모니아는 
66~97%, 아민류의 경우 84~100%의 저감율을 보이며 일정한 효율을 지속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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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이중막의 경우 암모니아는 88~100%, 아민류의 
경우 89~100%의 저감율을 보이며 일부 구간 외에는 돈사 내부 악취농도의 변화에
도 일정한 효율을 지속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 단일필터

b) 이중필터

그림 149 오존수 분무와 혼용 시  악취저감 효과

※A: 돈사내부, B: 배기후드와 1차필터사이-오존수 분무라인, C:1차필터와 2차필터사이 D: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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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 무창돈사 측벽 환기팬으로 배출되는 곳에 악취를 포집하는 방진커텐은 필터막의 증
가가 돈사배출 악취의 확산을 저하시키고 돈사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량의 크기에 
영향을 적게 받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이중막의 경우, 단일막과 화학적 악취저감 혼용방식보다도 일정한 악취저감율을 보였
으며 이는 이중막과 오존수 분무의 혼용방식에서 1차와 2차 필터 구간에서의 악취물
질 저감율을 볼 때 돈사의 악취물질의 하강과 산화탈취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배기
가스저류공간의 유무가 악취저감효율의 균일도 유지에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런 현
상에 대한 원인으로 악취물질의 전달요소인 미세분진의 저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필터망 사이의 분진량 측정과 악취물질 변화에 대한 추가적
인 실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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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냄새물질 관리 시설의 모니터링 결과 관리 매뉴얼 제시

☐ 냄새저감시설 운영관리 메뉴얼

❍ 바이오커텐 구성 부품

① 이온수제조기 및 분무모터
 - 활성 라디칼(O3, OH-, H, H2O2), 특히 오존은 생성 되는 농도가 

일정하고, 또한, 생성 오존은 20 ~ 30분 후  용존산소로 자연 
치환되어 안전함.

 - 물에 녹아있는 오존의 농도는 0.2ppm 이하가 안전함.
 - 전원은 220V를 사용하고 시간당 1톤 이온수 생산

② 바이오커텐 
 - 기본적으로 2단으로 설치를 권장

 - 2단 구조 폭 2.5m (1단 폭 1.5m, 2단 폭 1m)

③ 분사모터
 - 생성된 이온수를 바이오커텐 내부로 살수하는데 사용   

 - 권장압력은 40bar 내외 

④ 분사노즐 및 연결부품
 - 노즐의 분사굵기가 가장 중요

 - 분사 물입자 굵기는 20㎛(0.02㎜)권장
 -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 설치

⑤ 이온수 필터
 - 주기적인 점검 후 6개월에 1회 이상 교체

⑥ 분사관로
 - 누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파손시는 즉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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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저감시설(바이오 커텐) 설치조건
§ 돈    사 : 무창돈사를 기본으로 설치
§ 환기시설 : 입기창과 환기휀은 130% 확보
§ 돈사간격 : 바이오커텐 2단 설치를 위해 최소 3m 이상 확보
§ 액비순환시스템 운영 : 바이오커텐은 돈사내부 냄새저감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돈사

내부 가스발생 저감을 위해 액비순환시스템 공동 운영시 효과 증가

그림 150 냄새저감시설의 환기휀 설치 사진

❍ 냄새저감시설(바이오 커텐) 설치방법
§ 바이오커텐 설치장소 콘크리트 포장 : 오존수 살수에 따른 2차 오염방지
§ 바이오커텐 간격 : 2.5m이상 (1단 : 1.5m 이상, 2단 : 1m 이상)
§ 바이오커텐 지지대 : 내구성을 고려하여 스텐인레스 재질 사용 

그림 151 냄새저감시설(바이오 커텐)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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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콘 설치

 

그림 152 현장 에어컨 설치 사진

❍ 냄새저감시설(바이오 커텐) 현황
§ 바이오커텐 안에는 총 3개소에 분사관이 있음(커텐 2단으로 구성)
§ 1단 내부 : ① 돈사 벽 쪽으로 1개 노즐

               ② 1단 커텐쪽으로 2개 노즐

§ 2단 내부 : ③ 2단 커텐쪽으로 1개 노즐 ⇒ 연중 운영

1단 내부 2단 내부 외부전경

그림 153 냄새저감시설(바이어커텐 현황)

❍ 냄새저감시설(바이오 커텐) 관리요령

구   분 봄 · 가을 여  름 겨  울

ON
1단 내부 커텐노즐, 2단 노즐 

개방
전체 노즐 개방

1단 내부 돈사 벽쪽, 2단 노즐 
개방

OFF 1단 내부 돈사 벽쪽 - 1단 내부 커텐노즐

표 51 바이오커텐 내 분사관(노즐) 운영 요령

  

- 분사모터(기계실) 적정 압력 : 40bar, 여름철 압력 : 50 ~ 60bar

- 분사관(노즐) 작동시간 셋팅 : 40초 가동, 20초 정지

- 바이오커텐 청소요령

- 바이오커텐 1단 내부 먼지제거(양수기 분무기를 이용)

- 봄·가을 : 월 1회   ☞ 여 름 : 월 2회   ☞ 겨 울 : 2달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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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파방지

- 돈사내 돼지가 없는 경우는 분사관 

- 및 노즐 동파 우려

- 관내부 물 완전제거(노즐을 풀어 물배출), 노출된 관은 보온재설치

- 기계실 모터, 이온수 제조기 동파 방지 장치 설치 

- 히터 또는 보온 등

☐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과학적 성과]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P0529

2021 한국생물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2021. 04.14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국내

제30권별호/1호V

OL.30/72p

2021년 

(사)한국생물환경조절

학회

2021. 05. 21
온라인화상회의시스

템(ZOOM)
국내

22권/1호/54p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기술 활용 방안
2021.07.02.

온라인화상회의시스

템(ZOOM)
국내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악취포집기의 포집백 

자동 세척장치
국내

2021.12

.28
-

1020200

184692
90% 유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1

BSMR(악취저감

시설 

성능감시시스템

)

2021.05.04. 2021.06.17.
C-2021-02440

6
100%

  [경제적 성과]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
2020년

1
1세대 스마트 애니멀팜 

사업화
2 2

합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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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축사표준설계도 개선방안 도출

❍ 전산유체역학을 활용한 수치모델을 활용하여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표준설계도의 무
창형 돈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이를 위하여 환기조건별 환기성능평가를 다양한 
운영조건에 따른 효율성으로 평가하였으며, 계절별, 환기운영방식별로 환경변수의 적
적성, 균일성 평가를 기준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해당 개선방안은 향후 무창형 축사를 신축 또는 개보수 시 설계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동일한 생산비를 바탕으로 최적의 생산성을 도출함으로써 농가의 생산
성 강화 및 농가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 축사 내부의 환경 (온도, 습도, 냄새 등)을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ICT 기반의 
모니터링 및 제어 알고리즘과 제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기술적 
개발의 필요성 및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여 향후 축산스마트팜의 고도화 방향제시에 
기여할 수 있음. 

☐ 축사 냄새물질 관리시설 효율성 제고

❍ 무창형 돈사의 냄새물질에 대한 시설별 성능표준곡선을 작성하여 환기용량에 따른 
관리시설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음. 이를 통하여 냄새배출물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저감하는 시설에 대한 성능을 정량화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
하는데 이론적 기초를 마련함. 

❍ ICT를 활용하여 축사에서 배출되는 냄새물질의 관리 시스템의 실시간 성능을 모니터
링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 작업자 또는 농장주에 알림서비스를 시행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개발 및 적용함. 

§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환경조건에 적합한 악취저감시설의 운영 및 설치 
규모선정, 가동을 자동제어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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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1.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 현장적용 방안
§ 표준설계도 기반의 시뮬레이션 모델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적용을 위한 시방서 작성
§ 축산환경 문제와 연계하여 표준설계도 개선안 도출 
§ 현장적용을 위한 교육자료 확보

- 양돈장 설치 산업체의 기술 교육

-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용 환경 교육자료

- 축산환경 지원센터(가칭) 민간기구와의 기술지도 정보자료 제공

- 농축산 후계자 및 농가에 대한 현장 밀착형 기술교육

§ 돈사배출냄새물질 성능감시 및 알림서비스 개발
- 축사 냄새물질 관리 시설이 효율적 운영에 활용

- 축사구조 및 운영 측면에서 에너지 부하 절감기술 개발에 활용

- 축사 배출 냄새물질 관리(저감) 시설의 성능 유지를 위한 주기적인 청소 등 관리에 활용

-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축산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

§ 농가 적용 악취 저감 장치 관리 매뉴얼 작성
§ 축사 냄새물질 관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냄새물질저감 시설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
§ 추후 다양한 축종별로 표준설계도 개선에 대한 작업이 필요, 해당 연구는 전체적인 

연구의 방향성 정립에 큰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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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기술적 측면

§ 표준설계도 개선을 통한 활용성 향상과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고도화
§ 축산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시설차원의 대응방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매뉴

얼 개발을 통하여 미래 축산의 시설 기초를 마련
§ 축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 적용하여 환경오염의 부정적 이미

지 탈피 및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는 기술 확립
§ 악취 민원으로부터 축산농가를 해방시켜 전력 축산 사양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 뒷

받침 관리 매뉴얼 확보
§ 악취발생 원인을 분석, 모델링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악취가 발생 확산됨을 사

전에 감지, 관리할 수 있는 지침에 따른 악취 관리 가능 
§ 냄새저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안정적 축산냄새 정밀관리 기반 구축

☐ 경제·산업적 측면

❍ 기술적 측면
§ 악취확산 관련 저감 방안 도모 가능
§ 축산 건축시 환기 효율, 악취 저감 등 예측으로 최적 환기시설 설치 가능
§ 소프트웨어기반의 제어 및 성능 감시를 통한 축사 내부 환경 최적화
§ 돈사 내외부 환경에 대한 부하 모니터링 및 대응

❍ 경제적·산업적 측면
§ 돈사의 환기 성능 평가 및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종 센서 및 환경 관리 제어장

치 개발
§ ICT 기반 축산시설 환경 변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최적 온습도 관리, 환기 성능 관리 등의 과학적 사양관리에 따른 양돈 생산성 증가
§ 축사 시설의 악취 민원 근본제거체계 구축

- 악취관리 시스템 정립 및 보급으로 악취방지를 위한 이중 투자 방지

- 악취관리 매뉴얼 및 지침에 따른 시간적 투자 및 관리 노동효율 상승

- 냄새저감시설의 고도화 및 축산환경관리 산업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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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측면
§ 국산 ICT 장비 개발 환경의 개선 및 국산 장비의 사용자 편의성 강화로 국산 ICT 

산업 생태계의 활력도 제고
§ 축산업 분야 ICT 기술 활용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의 관심과 

지원확보 및 악취관련 민원 감소
§ 축사 시설의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

- 악취제어 장치 설치로 인한 혐오감 시설 이미지 탈피

- 친환경 축산으로 인한 안전 축산물 생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 가능

- 효율적 축산냄새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의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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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활용계획서

1. 연구과제 개요

사업추진형태  □자유응모과제   þ지정공모과제 분 야
1세대 스마트애니멀팜 

산업화기술개발사업

연 구 과 제 명 축사표준설계도 무창형 돈사 환기 평가 및 냄새관리시설 성능감시시스템 개발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책임자 서일환

연 구 개 발 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타 총연구개발비

5,000,000,000 16,670,000 666,700,000

연구개발기간 2020. 6. 1 - 2021. 6. 1 (12개월)

주요활용유형
 □산업체이전         □교육 및 지도         □정책자료         □기타(          )

 □미활용 (사유:                                                             )

2. 연구목표 대비 결과

당초목표 당초연구목표 대비 연구결과

① 수치모델을 활용한 CFD 모델 개발 및 표준설계

도 개선방안 제시

CFD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온도, 환기효율성을 검토

하여 표준돈사 설계도의 개선안을 제시함

② 무창형 돈사용 바이오커튼의 냄새물질 저감 표준

곡선 작성

설치, 비설치 농가를 대상으로 냄새물질 저감을 분

석하고 환기량에 따른 표준곡선을 작성함

③ 축사 내외부 환경 실시간 감시시스템 개발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개발 및 테스트베드를 대상으

로 적용을 수행함

④ 무창돈사 악취제어 시설 현장 모니터링
바이오필터의 저감능력을 평가하고 운영관리 매뉴얼

을 제시함

 * 결과에 대한 의견 첨부 가능

3. 연구목표 대비 성과 

(단위 : 건수, 백만원, 명)

성과

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

실시

(이전)

사업화
기

술

인

증

학술성과
교

육

지

도

인

력

양

성

정책

활용·홍보

기
타︵
타
연
구 
활
용 
등︶

특

허

출

원

특

허

등

록

품

종

등

록

S

M

A

R

T

건

수

기

술

료

제

품

화

매

출

액

수

출

액

고

용

창

출

투

자

유

치

논문 논
문
평
균 
I
F

학

술

발

표

정

책

활

용

홍

보

전

시

S
C
I

비
S
C
I

단위 건 건 건

평
균
등
급

건
백
만
원

건
백
만
원

백
만
원

명
백
만
원

건 건 건 건 명 건 건

가중치 20 20 20 20 20
최종

목표
2 2 1 2 1 3

당해

년도
목표 2 2 1 2 1 3
실적 2 2 0 2 1 3

달성률

(%)

100
100 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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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기술

구분 핵 심 기 술 명

① 전산유체역학을 활용한 축산시설 내 환기효율성 검토

② 바이오커튼을 활용한 악취저감 기술 

③ 악취저감시설 성능감시 시스템

5. 연구결과별 기술적 수준

구분

핵심기술 수준 기술의 활용유형(복수표기 가능)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외국기술

복    제

외국기술

소화ㆍ흡수

외국기술

개선ㆍ개량

특허

출원

산업체이전

(상품화)

현장애로 

해    결

정책

자료
기타

①의 기술 v v

②의 기술 v v

③의 기술 v v

ㆍ
ㆍ

 * 각 해당란에 v 표시

6. 각 연구결과별 구체적 활용계획

핵심기술명 핵심기술별 연구결과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①의 기술 돈사 표준설계도의 고도화에 활용되어 신규 축사 건설에 활용

②의 기술
바이오커튼의 설치 발생하는 환기팬의 성능저하에 대한 표준곡선을 활용하여 설치 및 

활용성을 제고

③의 기술 악취저감시설의 성능을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림기능을 통하여 민원저감에 공헌

7. 연구종료 후 성과창출 계획

(단위 : 건수, 백만원, 명)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성과

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

실시

(이전)

사업화
기

술

인

증

학술성과
교

육

지

도

인

력

양

성

정책

활용·홍보

기
타︵
타
연
구 
활
용 
등︶

특

허

출

원

특

허

등

록

품

종

등

록

S

M

A

R

T

건

수

기

술

료

제

품

화

매

출

액

수

출

액

고

용

창

출

투

자

유

치

논문 논
문
평
균 
I
F

학

술

발

표

정

책

활

용

홍

보

전

시

S
C
I

비
S
C
I

단위 건 건 건

평
균
등
급

건
백
만
원

건
백
만
원

백
만
원

명
백
만
원

건 건 건 건 명 건 건

가중치 20 20 20 20 20

최종목표 2 2 1 2 1 3

연구기간내 

달성실적
2 2 0 2 1 3

연구종료후 

성과장출 

계획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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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발실적

※ 다음 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등급 및 실적을 간략하게 기술(200자 이내)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창의성

  ■ 등급 : 우수

 축사표준설계도의 개선은 돈사의 신규 건설 및 개보수를 위한 기준으로 축사냄새와 가축분뇨 

관리 등 환경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CFD를 활용하여 

설계도의 환기효율성 개선방안과 모니터링 장비개발 및 냄새저감효율평가와 현장실험이 효율적

으로 연계되었음.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 등급 : 우수

축사표준설계도를 기반으로 하는 무창돈사의 환기평가 결과는 설계 및 운영에 활용될 수 있으

며, 냄새관리시설의 성능곡선과 모니터링체계를 ICT 축산악취모니터링 사업과 연계되어 활용 

및 확산이 가능함.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 등급 : 우수

 다양한 환기운영기준에 따른 내부환경의 모델링 결과와 냄새물질저감 표준곡선을 활용하여 실

시간 성능감시 서비스와 연계된 냄새저감형 및 친환경 스마트돈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 등급 : 우수

 다양한 각도로의 분석 및 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기적인 내부회의(2달 간격)를 통하여 

각 전문분야 (모델링, 축산환경해석, 시스템개발, 실증실험)에서 실무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상시적인 협업을 통하여 현장실험과 해석을 수행함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 지적소유권, 발표회 개최 등)

  ■ 등급 : 우수

 특허출원 1건, 학술발표 2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록 1건(출원), 고용창출, 정책활용 등 연

구개발 성과를 우수하게 달성하였음



- 192 -

Ⅱ. 연구목표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비중

(%)

달성도

(%)
자체평가

특허출원 20 100

악취포집기 자동세척, 악취저감시설 

성능감시시스템 프로그램 등록을 

충실히 달성함 

고용창출 20 100 2명의 인력을 신규고용함

학술발표 20 100
한국생물공학회, 한국축산환경학회 등 

3건의 발표를 수행함 

정책활용 20 100 바이오커튼 활용매뉴얼을 제시함 

기타(영농활용) 20 100

표준축사설계도 개선, 우사 

배기팬설치, 바이오커튼 등 

영농활용을 수행함

합계 100점 100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연구진의 협업을 통하여 축사설계도 개선방안과 냄새저감시설의 성능감시시스템을 제시하였으며, 바이

오커튼의 환경정화 효과 및 현장 적용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음.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해당사항없음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표준축사설게도 개선방안을 정리하고,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논문으로 제출할 예정임

 개발된 실시간 감시시스템에 대한 실용화 제품화를 진행하고자 함

Ⅳ. 보안성 검토

 해당사항 없음.

※ 보안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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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책임자의 의견

 규정과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 시행지침의 내용을 따름

2. 연구개발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규정과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 시행지침의 내용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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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1세대스마트애니멀팜산업화기술개발사업 연구개

발과제 최종보고서입니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1세대

스마트애니멀팜산업화기술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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