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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교토 의정서(KyotoProtocol)발효 이후 자원순환 에 지화 정책

이 추진되고 있으며 EU,미국,일본 등은 기성 소화를 통해 바이오매

스의 에 지화를 목 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 다.이에 우리나라는

폐자원 바이오매스로 재생에 지를 생산하기 해 2020년까지 600개

의 탄소 녹색마을을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 에 있다.농 형 탄소

녹색마을에서 발생하는 표 인 유기성폐자원은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하

는 시설농업부산물과 음식물쓰 기가 있다.시설농업부산물을 에 지 생

산에 이용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시설농업부산물과 음식물쓰 기 병

합 소화에 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찾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농업부산물과 음식물쓰 기를 기 소화하여

메탄을 생산하기 한 기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 으며 안정 인 메탄

발생을 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 다.우선 BiochemicalMethane

Potential(BMP)test를 통해 상 기질의 메탄 발생 특성을 조사하 다.

한 실험실 규모의 연속 반응조를 운 하여 병합 소화의 가능성을 평가

하 으며 안정 인 기 소화 운 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상 시설농업부산물로 토마토 부산물과 오이 부산물

을 선정하 으며 표 음식물쓰 기를 사용하 다.시설농업부산물이란

시설재배 과정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이외에 부차 으로 발생되는 기,

잎 등을 의미한다.BMPtest는 Owen등(1979)이 제안한 방법을 용하

여 진행하 다.단상 기 소화 실험에 사용된 반응조의 유효 부피는 2L

이며 실험은 온조건(35±1℃)에서 진행되었고 기질은 1일 1회 주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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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BMPtest결과,토마토 부산물,오이 부산물,음식물쓰

기의 메탄 발생량은 각각 149,212,396mL-CH4/g-VS이었고,생분해도

는 33∼85%(byvol.)범 로 음식물쓰 기의 생분해도가 가장 높았으며

토마토 부산물이 가장 낮았다..

OrganicLoadingRate(OLR)=1g-VS/L-일,HydraulicRetentionTime(HRT)=30

일인 조건에서 음식물쓰 기 단독 소화,음식물쓰 기와 농업부산물 병

합 소화 모두 VolatileFattyAcid(VFA)축 으로 인해 안정 으로 운

되지 않았다.그러나 부하를 차 늘려가며 미생물 순응을 유도한 결과,

토마토 부산물과 음식물쓰 기 병합 반응조에 해 OLR=1g-VS/L-일,

HRT=30일의 조건에서 안정 인 소화가 가능하 다.이 때 메탄 발생량

은 270∼420mL-CH4/g-VS을 나타냈고,VS제거율은 70∼75%(bywt.)

의 범 를 보 다.

반응조 운 실패원인으로 추정되는 향 인자들을 조사 는 조

한 결과,미생물의 순응, 속 농도,미량원소의 농도가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메탄생성균 활성도 실험 결과,반응조 내에 존재하

는 슬러지에는 상기질을 소화할 수 있는 메탄생성균이 존재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부하를 차 늘리며 미생물의 순응을 유도하 을 때,일

부 기질에 해서는 안정 인 소화가 가능하 다.그러나 일부 속

함량이 높은 시설농업부산물에 해서는 속 독성으로 인해 소화조

운 에 실패하 다고 상되었으며 시설농업부산물을 이용한 기 소화

시 속 농도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미량원소가 부족한

음식물쓰 기는 미량원소를 충분히 공 하 을 때 메탄 발생 효율이 증

가하 으며 정 농도의 미량원소가 안정 인 소화에 요한 요소로 작

용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농업부산물과 음식물쓰 기 기 소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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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속 농도,미량원소 농도,미생물의 순응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 인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화조를 운 해야 할 것으

로 단된다.본 연구 결과는 향후 안정 이고 효율 인 바이오 랜트

운 의 기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주요어:시설농업부산물,음식물쓰 기, 기성 소화, 속,미량원소,

미생물 순응,메탄생성균 활성도

학번 :2011-2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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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연구의 배경

교토의정서(KyotoProtocol)발효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본격화

되고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국제 에 지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바이오매

스에 한 연구개발과 자원순환 에 지화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EU,미국, 국,일본 등은 기성 소화를 통해 바이오매스

의 에 지화 바이오가스의 회수를 목 으로 다양한 신재생에 지 정

책을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국제정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국 8 권역별로 총 14개의 ‘환경에 지타운’을 조성하고,

600개의 탄소 녹색마을을 설립하는 등 각종 에 지화 시설을 확충함으

로써 발생되는 유기성 폐기물 부분을 에 지화하는 계획을 수립하

다. 탄소 녹색마을은 에 지 자립마을 는 자원 순환형 마을이라 할

수 있으며,농 ,어 ,산 그리고 소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바이오

매스,자연력 등을 최 한 이용해 해당 지역 내에서 에 지원 물질자

원으로 재이용함으로써 에 지 자립도를 높이고 탄소 제로화를 추구한

다.이러한 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2008년에 수립된 ‘폐자원 바

이오매스 에 지 책’을 기반으로 한다.녹색마을은 지역 특성 바

이오매스 종류 등을 고려해 마을 유형을 도시형,농 형,도·농 복합형,

산 형 등으로 구분한다.

농 형 녹색마을 계획 시 주목해야 할 유기성 폐기물에는 시설농업

부산물과 음식물쓰 기가 있다.Lee등(2012)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을

기 으로 5가지 시설작물의 부산물 발생량을 540,000ton으로 추정하

으며 시설재배면 의 꾸 한 증가 추세를 고려하 을 때 향후 시설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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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의 발생량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통계청,2009).하

지만 시설농업부산물은 부분 폐기물로 간주되어 장에 방치되거나 단

순 소각처리 되고 있으며 시설농업부산물을 에 지 생산에 활용하기

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음식물쓰 기는 유기물 함량이 높고 쉽게 분해되어 에 지원으

로 활용 가능하다.그러나 음식물쓰 기 사료화 퇴비화는 높은 염분

과 수분함량으로 인해 식물생장 해 등의 문제가 있어 다른 처리 안

으로 기성 소화가 주목받고 있다.음식물쓰 기의 기성 소화는 유기

성 폐기물의 안정화와 동시에 메탄가스로 바이오에 지 생산 등의 장

이 있으나 높은 염분농도와 높은 휘발성 지방산 생성에 의한 메탄생성균

의 활동 해 등의 문제 이 있다.따라서 이들 시설농업부산물과 음식

물쓰 기를 병합 소화하 을 때 해요소 희석 효과로 문제 이 해결된

다면 처리 효율 증 안정 인 에 지 생산으로 인한 경제성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상된다.그러나 시설농업부산물과 음식물쓰 기를 병합

소화하여 에 지원으로 활용한 연구는 국내외 으로 없다.녹색마을 설

립을 통해 에 지 자 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최종 목표를 달성

하기 해서는 마을에서 배출되는 유기성 폐기물의 병합 소화 가능성 검

토 연구가 시 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농업부산물과 음식물쓰 기를 에 지원으로

활용하기 한 기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 으며 병합 소화 가능성을 평가

하고자 하 다.우선 기 소화 시 발생되는 메탄 발생 특성을 Biochemical

MethanePotential(BMP)test로 조사하 으며 실험실 규모의 Continuous

StirredTankReactor(CSTR)를 운 하여 병합 소화 시 메탄 회수 운

가능성을 평가하 다. 한 안정 인 기 소화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

들을 검토하 으며 향후 공정설계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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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의 목

본 연구에서는 시설농업부산물과 음식물쓰 기 병합 소화의 운 가

능성을 온에서의 연속반응식 운 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 으며 안정

인 반응조 운 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조사하고자 하 다.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인 목표를 정하 다.

(1)시설농업부산물과 음식물쓰 기를 이용하여 BiochemicalMethane

Potential(BMP)를 실시하고 잠재메탄발생량과 생분해도 평가를 실시

한다.

(2)시설농업부산물과 음식물쓰 기를 이용하여 기성 반응조를 운 하

고,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병합 소화의 가능성을 평가한다.

(3)안정 이고 효율 인 공정 운 을 해 기 소화에 향을 미치는

인자를 악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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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연구의 범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연속식 반응조 실험

오이부산물,토마토 부산물,음식물쓰 기를 실험 상으로 선정하

으며 병합 소화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해 온조건에서 실험실 규모의

단상 소화조를 운 하 다.실제 농 형 녹색마을에서의 바이오 랜트

운 을 최 한 모사하기 해 녹색시범마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배출량

을 참고하여 혼합비율을 결정하 다.

(2)운 에 실패한 소화의 향 인자 조사

앞에서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병합 소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악하고 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조사하 다. 기 소화

에 향을 수 있는 요인 메탄생성균의 활성도,미생물의 순응,

속에 의한 독성,미량원소에 의한 향을 조사하 다.각각의 상 기

질에 해 소화조 운 의 실패를 유발한 향 인자를 악하고 메탄 생

산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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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헌연구

2.1. 기성 소화

기성 소화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유기물이 미생물

에 의해 분해되어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환되는 반응이다. 기성 분해

에 여하는 미생물군은 매우 다양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 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성 분해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다.유기

물질의 기성 분해 과정은 주로 Fig.2.1에 나타낸 것 같이 가수분해 단

계(Hydrolysis), 산 생성 단계(Acidogenesis), 아세트산 생성 단계

(Acetogenesis),그리고 메탄 생성 단계(Methanogenesis)의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각 단계는 유기물을 가수분해하고 휘발성 지방산으로

환하며 동시에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가수분해-발효균

(Hydrolytic-fermentativebacteria),앞 과정에서 생성된 산을 아세트산

으로 환하는 아세트산 생성균(Acetogenicbacteria),아세트산,수소,

그리고 이산화탄소로부터 최종 으로 메탄을 생성하는 메탄생성균

(Methanogenicbacteria)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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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Bioconversionoforganicmattertomethaneduringthe

anaerobicdigestionprocess(Gavalaetal.,2003)

첫 번째 단계인 가수분해는 용해되지 않는 미립자 물질의 용해와 유

기 합체의 단량체 혹은 이량체로의 생물학 분해를 의미하며,분해된

물질들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다.유기 합체의 가수분해는 개 세

포외 효소에 의하여 수행되며 기성 조건하에서 유기 합체의 생물학

환의 율속 단계(rate-limitingstep)로 여겨지기도 한다.그러나 용

해는 반드시 생물학 으로 생성된 효소에 의해 진되는 반응은 아니며,

물리화학 인 반응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복잡하고 용해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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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가수분해는 입자의 크기,pH,효소의 생산,효소의 입자로의 확

산과 흡착 등 많은 다른 변수에 의해 향을 받는다.

두 번째 단계인 산 생성 단계에서는 분자 유기 물질이 혼성의 미

생물 군집에 의해 주로 휘발성 지방산과 알코올류로 생물학 인 분해가

이루어진다.지난 수십 년 간 탄수화물의 산 생성에 연구자들의 심이

집 되었으며,산 생성 반응의 화학양론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

은 종 사이의 수소 이동,pH,희석률, 기성 미생물의 사 순응으로

알려져 있다.

세 번째 단계인 아세트산 생성 단계는 일반 으로 아세트산 수소화

(Acetogenic hydrogenations)와 아세트산 탈수소화(Acetogenic

dehydrogenation)의 두 가지 다른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아세트산

수소화는 육탄당이나 이산화탄소와 수소 발효의 유일한 최종 생성물로써

아세트산 염을 생산한다.일반 으로 기성 분해에서 아세트산 생성 단

계는 아세트산 탈수소화와 길거나 짧은 고리의 지방산의 기성 산화

(Anaerobicoxidation)를 의미한다.이 단계에서 지방산의 기성 산화를

수행하는 수소생성균(Obligatehydrogen-producingbacteria)과

양성자환원균(Obligateproton-reducing)은 극히 낮은 수소 분압에도

해를 받으며 오직 Acetoclasticmethanogen과 같이 수소를 소비하는

미생물과 공생 계일 때만 생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메탄 생성 단계에서는 메탄생성균에 의해 매우 제한된

수의 유기 물질만이 탄소와 에 지원으로 사용된다. 재까지 이산화탄

소,일산화탄소,포름산,아세트산,메탄올,메틸아민,디메틸설 이드가

메탄생성단계의 기질로서 확인되었다. 형 인 에 지 생성의 환 반

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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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2+CO2 → CH4+2H2O (Eq.1)

4HCOOH → CH4+3CO2+2H2O (Eq.2)

H3COOH → CH4+CO2 (Eq.3)

4CH3OH → 3CH4+CO2+2H2O (Eq.4)

4(CH3)3N+6H2O → 9CH4+3CO2+4NH3 (Eq.5)

4CO+2H2O → CH4+3CO2 (Eq.6)

기성 분해 반응에서 메탄 생성의 두 가지 주요한 경로는 Eq.1과

같이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메탄과 물로 환시키는 반응과 Eq.2,3과

같이 포름산과 아세트산을 메탄,이산화탄소,물로 환시키는 반응이다.

Fig.2.2에 나타난 것과 같이 기성 분해 시 65∼70%(byvol.)에 달하는

메탄이 아세트산으로부터 생성된다(Gavala등,2003;Tchobanoglous등,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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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2.Anaerobicdegradationofpolymericbiomasstomethane

(GujerandZehnder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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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성 소화 환경 인자

기성 소화가 효과 으로 수행되기 해서는 산생성균과 메탄생성

균의 한 균형이 필요하며 소화조 내의 환경이 합한 조건으로 유지

되어야 한다.특히,메탄생성균은 증식속도가 늦고 환경변화 등에 민감하

다. 기 소화에 미치는 향 인자로는 pH, 양원 미량원소,독성

물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이 최 일 때 기성 소화 공정의 효율이

극 화 된다.

2.2.1.pH

일반 으로 기성 소화에서 메탄 생성을 한 소화조 내의 정

pH는 6.7∼7.4로 알려져 있으며,운 기에는 산성을 유지하다가 안정

화 되면 성을 나타낸다.그러나 기 소화 공정이 산생성과 메탄생성

으로 분리되어 있는 소화조의 경우 정 pH는 차이가 있다.2상법의 경

우,산생성 단계에서는 pH 5.5∼6.0사이에서 유기산 발생이 최 가 되

고,메탄생성단계에서는 pH 7.5∼8.0사이에서 메탄 가스 발생량이 최

가 된다.

이러한 pH의 변화에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는 알칼리도이며 투입

기질 성분은 직 으로 알칼리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알칼리도는 단

백질이 분해되면서 -NH2등 아미노기 그룹의 방출과 암모니아의 발생되

므로 단백질 성분이 높은 기질이 투입될 경우 알칼리도가 증가할 수 있

다.

유기물이 분해될 때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며,아미노산과 단백질이

분해될 때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가 발생 된다.이 때 방출된 이산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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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carbonicacid bicarbonate와 carbonate에 의한 알칼리도를 생성

하고,암모니아는 암모니아 이온 상태로도 존재하게 된다.Eq7와 8는

각각 이산화탄소에서 알칼리도 생성, 리 암모니아에서 암모늄 이온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 ↔ 



↔ 


  (Eq.7)

 
 ↔ 

 (Eq.8)

투입 기질이나 산/알칼리성 생성물에 따라 반응조 내의 알칼리도나

pH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알칼리도의 경우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등

질소를 포함한 유기물의 분해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아미노

산이나 단백질이 분해될 경우 아미노기 그룹이 생성되고 알칼리도가 생

성되는데 이때 암모니아가 방출된다.방출된 암모니아는 이산화탄소와

함께 물에 용해되어 ammonium bicarbonate를 생성하게 된다(Eq.9).

 ↔  (Eq.9)

유기물 분해에 의한 유기산 생성은 알칼리도를 감소시킨다. 를 들

어 루코스나 acetate의 분해로 인하여 메탄이 생성되기 까지는 알칼

리도가 회복되지 않으며 그 과정을 Eq.10,11,12에 나타내었다.

→  (Eq.10)

→   (Eq.11)


 →   (Eq.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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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생성균의 증식속도는 메탄생성균보다 빠르므로 기질 부하량이 갑

자기 커지면 유기산이 축 되어 완충능력이 없어지고 반응조의 pH는

정 범 이하로 떨어진다.이로 인해 메탄생성균의 증식은 억제되고

기성 소화의 진행은 정지된다. 한 낮은 pH는 속의 용해도를 상승

시켜 속의 농도가 높은 경우에 기성 소화의 해를 나타낸다.

2.2.2. 양물질

기성 소화 공정에 참여하는 모든 미생물들은 신진 사와 세포물질

의 구성을 해서 탄소,질소,인 등의 양소와 철,니 ,코발트 등의

미량원소가 필요하다(김선미,2009).따라서 양원 미량원소는 최소

농도 값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미생물의 성장속도와 세포 활동성은 이러

한 성분들의 공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그러나 최 농도치를 넘

을 때는 오히려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 농도 범 가 유지되

도록 하여야 한다(Rittmann과 McCarty,2001). 기 소화에서 상 기질

을 소화 할 수 있는 미생물 종이 다르고,요구되는 양소가 다르기 때

문에 기 소화에서 양물질의 정 농도 값의 범 를 정의하기는 어렵

다.

기질 내의 탄소는 미생물의 에 지 공 과 증식의 주공 원이 되며,

질소와 인은 미생물의 아미노산,단백질,핵산 등의 형성요소로서 가장

요한 양원이다. 기성 미생물 반응은 유기물과 질소의 비를 나타내

는 C/N비와 유기물과 인의 비율을 나타내는 C/P비의 향을 받는다.가

장 활발하게 기성 반응이 일어나는 C/N비는 차이가 있으나 15∼26의

범 를 나타낸다(Wu등,2010;Alvarez등,2010;Mshandete등,2004).

C/N비가 낮을 경우,과량의 질소가 암모니아로 환되며 메탄발효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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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하는 상이 일어난다.인은 생체막과 ATP합성 등의 생명 상

에 불가결한 원소로서 C/P비는 100∼500정도로 유지되어야 한다(김남천,

2002).

다른 미생물과 비교하 을 때,메탄생성균은 아세트산을 메탄으로

환하기 해서 특정 효소를 활성화하여야 하며 미량원소는 그 역할을

수행하므로 기 소화에서 반드시 필요하다.특히,철,니 ,코발트는 메

탄생성균의 주요 효소에 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심으로 문헌 연구를 검토하 다.

철은 1g의 미생물(건조 량)당 약 0.1mg이 포함되어 있으며 니

과 코발트의 농도인 0.01mg,0.001mg보다 상 으로 많은 양이 미

생물 세포 내에 존재하고 있다(김선미,2009).그러나 지 까지 기성

소화 과정에서 철에 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메탄생성

균의 철 필요성에 해서 1960년 부터 인식되어 왔다.McCarty(1964)는

3mM의 철을 첨가함으로써 아세트산의 환이 속히 증가한다고 보고

하 다. 기성 소화 과정에서 철의 역할은 매우 요하지만 메탄생성균

의 신진 사에 철이온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에 한 연구는 매

우 미진한 상태이다.철의 경우 약 40mg/L정도의 높은 농도가 요구된

다고 보고되었다(Speece,1996).

니 은 부분의 미생물의 성장에 필수요소가 아닌 반면,메탄생성

균에게는 으로 요구된다.특히,니 은 기 소화 과정에 여하는

cofactorF430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Gerardi,2003).Williams등(1986)은

10㎛의 니 을 추가로 주입함으로써 메탄 생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

다.

코발트는 메탄생성균의 효소 시스템의 활성물로써 필수 으로 요구된

다.코발트가 효소 시스템에 혼합되면 아세트산의 메탄으로의 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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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진다(Gerardi,2003)

2.2.3.독성물질

생물학 인 폐기물처리공정에서 독성효과는 상 물질의 용존 농도

와 성질,그리고 미생물의 순응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부분의 물질들

이 낮은 농도로 존재할 때는 반응을 진하지만,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진효과는 차 감소하고 결국 기성 분해 반응에 독성효과를 가지게

된다.일반 으로 기성 소화에서는 알칼리 는 알칼리 토 속과 암모

니아,아황산염 등의 무기물과 여러 종류의 유기물이 해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ickey,1989).

암모니아성 질소는 단백질류의 유기물이 기성 분해될 때 발생한

다. 기성소화에서 암모니아성 질소의 향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다.McCarty와 Smith(1986)는 암모니아성 질소 성분이 요한

양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약 50∼200mg/L의 농도에서는 반응에 유익

한 것으로 보고하 다.암모니아는 pH에 따라 용존 암모니아와 암모니

아 이온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암모니아성 질소의 해작용

은 pH 상 도가 크다.암모니아성 질소 농도 1,500∼2,000mg/L에서는

pH 7.4이상에서 해효과를 보이지만 3,000mg/L이상에서는 pH에 상

없이 독성효과를 나타낸다(McCarty와 Smith,1986).그러나 메탄생성

균의 경우 암모니아성 질소 5,000mg/L까지 순응될 수 있으며,고온

기성소화는 온 기성소화에 비하여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에 더욱 민

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속은 지 까지 많은 소화조 실패 요인으로 밝 지고 있다.특히,

구리,아연,니 이온은 낮은 농도에서도 높은 독성을 나타내 많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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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화조의 실패 원인이 되고 있다.이온 형태의 속은 박테리아 세

포의 표면에 흡착되며 효소 시스템을 불활성화하여 독성을 일으킨다.양

이온을 띄는 속 이온들은 세포벽을 통해 세포막까지 이어져 있는 음이

온성 박테리아 섬유(Bacterialfibrils)에 흡착되어 박테리아 세포 안으로

흡수된다(Fig.2.3).세포 안에서 속 이온은 효소 시스템을 불활성화하

게 된다.

Fig.2.3.Schematicofheavymetaladsorptiontothebacterialcells

기성소화에서 양이온의 향에 한 연구는 McCarty와

McKinney(1961),Kugelman등(1971),Hickey(1989)에 의해서 연구되었

으며,2가 양이온에 하여 0.005M,그리고 1가 양이온에 해서는

0.01M의 농도 값이 최 이라고 알려지고 있다.양이온에 해서 기성

미생물은 상당한 정도까지 순응 가능하며, 해효과는 상쇄물질을 주입

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표 인 양이온들의 해농도를 Table2.1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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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on

Rangeofconcentration(mg/L)

Stimulatory
Moderately

Inhibitory

Strongly

Inhibitory

Na 100∼ 200 3,500∼ 5,500 8,000

K 200∼ 400 2,500∼ 4,500 12,000

Ca 100∼ 200 2,500∼ 4,500 8,000

Mg 75∼ 150 1,000∼ 1,500 3,000

Table2.1.Effectofcationonanaerobicbiologicalactivity

6가 크롬은 기성 소화에서 독성을 나타내지만 정상 인 소화조의

pH 범 에서는 3가 크롬으로 환되어 강한 독성을 띠지는 않으며,철

과 알루미늄 염의 경우에는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별다른 독성을 나타내

지 않는다.그러나 앞에서 언 한 구리,아연,니 과 같이 독성이 높은

속의 독성은 이온 상태에서 향을 미치며 결합 는 침 을 통해

독성을 제거할 수 있다.

속 이온은 하수 는 폐수에 자연 으로 존재하는 킬 이트제

(Chelating compound)와 결합할 수 있다(Gerardi,2003).킬 이트제에

고정된 속 이온은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며 박테리아 세포를 통과할

수 없게 된다. 한 pH의 향을 받아 속의 형태가 변할 수 있으며

pH가 7.5이상일 때 carbonate와 sulfide의 염의 부분이 침 된다.이

때 침 된 속들은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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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험 재료 방법

3.1.시설농업부산물

통계청에서는 매년 13종의 시설재배 농산물의 생산량에 한 통계조

사를 실시하고 있다(통계청,2009).통계 자료가 수집되고 있는 시설재배

농산물의 종류는 수박,참외,딸기,오이,호박,토마토,배추,시 치,상

추, ,쪽 ,무 등 총 13종이다.그 농산물 생산량이 높은 6종에

한 연간 국 생산량은 Fig.3.1과 같다.

수박 토마토 오이 딸기 참외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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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Yearproductionamountofdifferentfruitsandvegetables

(통계청,2009)

본 연구에서는 연 생산량이 높은 6종의 농산물 3월부터 8월 사이

에 시료획득이 가능한 토마토 부산물과 오이 부산물을 상 시료로 선정

하 다.시설농업부산물이란 시설재배 과정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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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차 으로 발생되는 기,잎 등을 의미하며 수확 기간에 농가를 방문

하여 시료를 채취하 다.시료의 균질성을 확보하기 해 모든 시료는 3

cm 이하로 단 후 실험 까지 냉동 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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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표 음식물쓰 기

본 연구에서는 기성 소화에 이용할 수 있는 기질로 표 음식물쓰

기를 사용하 다.일반음식물쓰 기의 경우 지역 계 에 따른 성상

의 차이가 심하고,하루 이상 치된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산패 등

에 의해 성상이 변하기 때문에 연속 반응조 실험 시 부 하다고 단

하 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시한 탄소성 표지 작성지침 가정용

건조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의 성능을 검사하기 하여 제작하는

표 음식물쓰 기를 실험 재료로 채택하 다.Table3.1은 표 음식물쓰

기의 조성 제작 방법을 나타낸다.표 음식물쓰 기는 제조 후 냉

동 보 하 으며 실험 시행 시 해동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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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성비

(%,

bywt.)

음식물 재료별 가공 방법

음식재료

(%)
가공방법

곡물류 16±2
밥/라면

(16)

채소류 51±2

배추(9)
심이 포함된 상태에서 폭 100mm 이하로

단

감자(20)
껍질이 붙은 상태로 분할한 후 5mm 크기

의 깍두기로 썰음

양 (20)
껍질을 포함하여 분할한 후 5mm 크기로

단

무(2)
세로로 4분할한 후 5mm 크기의 깍두기로

썰음

과일류 14±2

사과(7) 심이 포함된 상태에서 세로로 8분할

귤/오 지

(7)
껍질붙은 상태에서 세로로 8분할

어육류 19±2

육류(4) 날 것을 3cm 후로 큼직큼직하게 썰음

생선(12) 날 것을 4등분함

달걀껍질

(3)

합계 100

Table 3.1.Composition and preparation process ofstandard food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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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실험 방법

3.3.1.BMPtest

BMPtest는 유기물이 기성 조건에서 분해 시 발생할 수 있는 잠

재 메탄 발생량을 간단한 회분식 메탄발효조를 통하여 실험 으로 결정

하는 방법으로 Owen등(1979)에 의해 개발된 이후 유기성폐기물의 잠재

메탄발생량을 평가하기 한 목 으로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사

용되고 있다 (Owen등,1979;Cho와 Park,1995;Angelidaki등,2009).

BMPtest는 상폐기물, 기성 미생물 그리고 미생물의 성장에 필요한

양배지를 발효조에 주입한 후 기성 상태를 유지한 채 경과시간에 따

른 폐기물로부터의 메탄 발생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일반 으로 온

발효 조건인 35±1℃ 온도조건에서 진행되며,실험 목 에 따라 그리고

연구자들에 따라 사용된 발효조의 크기가 매우 다양하다 (0.1∼수 L).실

험에 사용되는 기성 미생물은 일반 인 하·폐수 처리를 한 소화시스

템에서 채취한 소화슬러지가 사용되나 실험 목 에 따라 연구실에서 특

정기질 환경조건에서 순수 배양된 미생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BMPtest방법은 최 개발된 이후 보다 합리 으로 재 성 있는

결과를 얻기 해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수정되어 왔으며 재

ASTM ,ISO,US-EPA 등의 기 에서 국제 표 화된 BMP실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그 방법들은 최 제안한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주

입 기질과 미생물의 농도, 양 배지의 조성,헤드스페이스의 비율,가스

발생량 측정 방법,교반의 유무 등에서 차이를 보 다.본 연구에서는

Owen등(1979)이 제안하는 방법을 용하 다.실험에 사용되는 양

배지에 있어서 Shelton과 Tiedge(1984)의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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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조성은 Table3.2와 같다.

Kindofmedium (g/L)

Phosphatebuffer

KH2PO4 0.270

Na2HPO4·12H2O -

K2HPO4 0.350

Carbonatebuffer NaHCO3 1.200

Mineralsalts

NH4Cl 0.530

CaCl2·2H2O 0.075

MgCl2·6H2O 0.100

FeCl2·4H2O 0.020

Tracemetals

(mg/L)

MnCl2·4H2O 0.50

H3CO3 0.05

ZnCl2 0.05

CuCl2 0.03

NaMO4·2H2O 0.01

CoCl2·6H2O 0.50

NiCl2·6H2O 0.05

Na2SeO3 0.05

Table3.2.Compositionandconcentrationofnutrientstocksolution

BMPtest를 수행하기 한 일반 인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이 간략

하게 설명할 수 있다(Fig.3.2).BMPtest에 사용될 상 물질은 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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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licate로 비하고 식종 미생물 자체가 분해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메

탄의 양을 보정하기 하여 시험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공시체도 비한

다.시험 물질이 들어있는 시험 용기에 비된 배지와 일정 농도의 미생

물을 주입하고 각각의 시험 용기를 고무마개와 알루미늄 캡으로 한

후 35℃에서 한 시간 정도 두어 주 온도와 평형을 이루게 한다.온도

가 평형에 도달한 뒤 시험 용기 내 과잉의 가스를 방출시켜 주어 용기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동일하게 맞춰 후 계속 배양하며 일정 간격으로

가스 발생량과 메탄 농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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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SchematicBMPtest

본 연구에서는 BMPtest를 한 반응조로 250mLSerum bottle을

이용하 으며 모든 상폐기물의 크기는 2mm 이하로 쇄 후 실험 하

다.가스 발생량이 많은 기에는 메탄 발생량을 매일 측정하 고,이

후에는 1∼3주 간격으로 측정하 다.가스 발생량은 35℃ 항온실에서

serum bottle내부의 압력이 기압과 평형을 이룰 때까지 배출되는 기

체의 부피를 t-typevalvesystem(김민지,2007)을 이용하여 측정하 으

며 축정 장치의 모습은 Fig.3.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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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Schematicdiagram ofT-typevalvesystem

메탄 발생량은 가스 측정 장치로부터 측정한 가스 발생량과 시험 용

기의 헤드스페이스 부피,측정된 메탄 농도를 고려하여 계산하며,계산된

값은 표 상태(STP,0℃,1atm)조건으로 환산하여 나타낸다.

실험 기간 동안 메탄 발생량을 구하는 식과 표 상태 환산 식은 Eq.

13,14와 같다.

VCH
℃MVVMV (Eq.13)

VCH
=직 가스 측정시 부터 측정시 까지 발생한 메탄 가스량(mL)

M= 측정시 에서 발생 가스에 포함된 메탄 농도 (%,byvol.)

V= 측정 시 에서 측정된 발생 가스량(mL)

M=직 측정시 에서 발생 가스에 포함된 메탄 농도(%,by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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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시험 용기 내 헤드스페이스 부피(182mL)

VCH
STP VCH

℃×


×


(Eq.14)

여기서 42.2mmHg는 35℃에서의 포화수증기압을 의미한다.

기성 소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요한 인자는 바이오가스 생성 속

도와 상 폐기물의 분해율이다.ModifiedGempertz식을 이용한 kinetic

분석을 통해 각 시료로부터의 메탄 생성속도를 평가하 다.미생물 성장

과 그 물질 사에 기반을 둔 ModifiedGompertz식은 미생물이 기질에

응하고 메탄 발생이 시작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인 지체기를 고려하는

식으로 Eq.15와 같이 표 된다.이를 이용하여 메탄 발생량을 평

가한 그래 를 도식화하면 Fig.3.4와 같다.

M=P․exp{-exp[(R․e)P
(λ-t)+1]} (Eq.15)

M =Cumulativemethaneproduction(mL-CH4/g-VS)

P=Methanepotential(mL-CH4/g-VS)

R=Methaneproductionrate(mL-CH4/g-VSday)

λ =Lagphase(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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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Typicalcumulativemethaneproductioncurveregressedwith

modified Gompertz Equation(symbols: experimental data, lines:

nonlinearregression)(Lay와 Noike,1997)

상 시료별 원소분석 결과와 Eq.16를 이용하여 이론 인 메탄발생

량을 계산하 다.화학 양론식은 시료가 메탄,이산화탄소,암모니아로만

분해됨을 제로 하 으며 세포 합성으로의 환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메탄발생량은 이론 메탄발생량보다 게 발생한다.

 




→ 

 
  


 

(Eq.16)

생분해도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으나(지식경제부,2008)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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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생분해도를 화학양론에 근거한 이론 메탄발생량과 실험 인

메탄발생량의 비로 정의한 사례를 따랐다(신항식 등,1993;Cho 등,

1995;송재홍 등,2010; Triolo등,2012).생분해도 산출식은 Eq.17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Eq.17)

3.3.2.연속 반응조 운

3.3.2.1.단상 반응조 운

본 실험에 사용되는 반응조는 4L규모의 아크릴 재질이며 반응조

의 유효 부피는 2L이다(Fig.3.5).단상 기 소화 실험은 35℃에서 진

행되었으며 모든 실험에 해 기질은 1일 1회 주입하 다.반응조에서

발생한 가스는 1L테들러백(Inertgassamplingbag,Supelco,USA)을

이용하여 포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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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Schematicofsingle-phaseCSTR

기질의 혼합 비율은 실제 운 인 시범 녹색마을의 배출량 통계를

기 으로 설정하 다.시설농업부산물과 음식물쓰 기 배출비율은 습윤

질량 기 으로 각각 66,34%(bywt.)이었다(Table3.3).

Production(kg/day) Ratio(%,bywt.)

Agricultural

residue
85 66

Foodwaste 44 34

Table3.3.Amountoforganicwastesproducedinbioenergyvillage

Table3.4에 상 기질과 반응조 운 조건을 나타내었다. 기 실

험의 HRT(HydraulicRetentionTime)와 OLR(OrganicLoading Rate)

값은 각각 30일,1g-VS/L-일로 운 하 다.혼합 비율은 상 시료의

삼성분을(Table4.1)이용하여 건조 질량 기 으로 환산한 값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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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Experi-

ment1

HRT

(일)

OLR

(g-VS/L-일)

Feedstock

(onVSbasis)

CSTR1 30 1
49% Cucumber/

51% FW

CSTR2 30 1
52% Tomato

/48% FW

CSTR3 30 1 100% FW

 Table3.4.Summaryofreactoroperatingconditions

3.3.2.2.SpecificMethanogenicActivity(SMA)test

기성 소화 공정은 생물학 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물이 산생성균과

메탄생성균에 의해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로 환되는 것이다.용해성

폐기물에 하여는 일반 으로 메탄생성단계가 소화 과정에서 율속 단계

로 알려져 있다(조 태,2006).그러므로 공정 내에서 충분한 메탄생성균

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 인 소화를 하는데 필수 이다.그동안 메탄생성

균의 활성도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SpecificMethanogenicActivity(SMA)test로 측정이 가능해졌다.메탄

생성균의 활성도란 메탄생성균이 기질을 분해하여 메탄을 생산하는 속도

로 정의할 수 있다(조 태,2006).

메탄생성균의 활성도를 측정하기 해 250mL용량의 Serum bottle

에서 진행하 으며 실험 방법은 BMPtest와 동일하게 진행하 다.메탄

생성균의 활성도는 메탄발생량 시간 그래 에서의 기울기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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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3.3.2.3.미생물 순응의 향

반응조 운 시 일반 으로 식종원으로 하수 처리장의 소화 슬러지

나 상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성 소화시설에서 순응된 슬러지를 사용

한다.그러나 기 소화 미생물의 종류와 그들의 상 인 숫자는 기질

의 특성뿐만 아니라 운 환경조건에 의존 한다(Novaes,1986).따라

서 실험실에서 기 소화 시, 기 운 단계에서 미생물이 상 기질과

새로운 환경에 충분히 순응하고 높은 활성을 유지하는 것이 운 실패의

가능성을 이고 미생물에 의한 향을 제어할 수 있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낮은 부하부터 시료를 주입하여 상 기질에 해 메

탄생성균의 활성화가 가능한지 확인하 다.메탄생성균이 활성화될 경우,

단계 으로 부하를 늘려가며 미생물을 순응을 유도하 으며 미생물 순응

실험 조건은 Table3.5와 같다. 실험에서는 병합 소화의 메탄 발생

특성을 비교하기 해 오이 부산물(CSTR4)과 토마토 부산물(CSTR5)

단독 소화조를 추가로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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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

ment2

HRT

(day)

OLR

(g-VS/L-day)

Phase1 300 0.1

Phase2 120 0.25

Phase3 60 0.5

Phase4 40 0.75

Phase5 30 1

Table3.5.Reactoroperating conditionsduring microbialadaptation

period

3.3.2.4.미량원소의 향

다른 모든 생물학 처리시스템과 같이 기 소화에서도 미생물의

성장에 필요한 미량 양물질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이들 미량원소

는 메탄생성균의 주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미량원소의 부

족은 공정의 불안정과 VFA 축 등의 운 효율 해로 이어 진다.미

량원소가 부족한 산업 폐수의 기성 소화가 실패하는 사례는 미량 원소

의 요성을 보여주며 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족한 양소를 보충하

기 한 혼합처리가(co-digestion) 실효를 거두고 있다(Rittmann과

McCarty,2001;Zhang등,2011).

본 연구에서는 미량원소가 기성 소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서 Shelton과 Tredge(1984)가 제시한 구성으로 미량원소 배지를 제

조하 다(Table3.6).Owen 등(1979)이 제시한 BMP test방법에서는

양배지와 미생물의 부피비를 9:1로 주입하 다.본 실험에서는 반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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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미량원소 농도가 BMPtest에서 제시한 농도와 같도록 제조하여 1

회 주입하 다.주입된 미량원소의 농도는 Table3.6과 같다.반응조

setting시, 기에 양배지를 주입한 기존 문헌(Rincon등,2008;Borja

등,2004)과 비교하 을 때 본 연구에서는 니 을 제외하고 모든 원소의

농도가 높은 값을 보 다.미량원소(코발트,철,몰리 덴,니 )를 충분

히 주입하 을 때 기 소화의 효율이 증가한 Zhang등(2011)의 연구와

본 실험에서의 미량원소 농도를 비교하 을 때 본 실험의 미량원소 농도

는 낮게 나타났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입한 미량원소 농도가 메탄생

성균에 활동에 해를 일으키지 않는 범 에서 주입되었다고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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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Elementaddition

(mg/L)

Reference
Rincon,

2008

Borja,

2003

Zhang,

2011
Thisstudy

Boron 0.023 0.009 0.079

Cobalt 0.330 0.495 2 1.115

Copper 0.030 0.009 0.128

Iron 1.590 0.562 100 50.589

Manganese 0.463 0.139 1.251

Molybdenum 0.011 0.028 5 0.078

Nickel 0.033 0.012 10 0.111

Selenium 0.061 0.031 0.206

Zinc 0.064 0.024 0.216

Table3.6.Compositionandconcentrationoftraceelements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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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석 방법

3.4.1.성상 분석

다섯 가지 시설농업부산물에 해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삼성

분을 분석하 다(환경부,2007).수분은 105℃의 oven에서 4시간 건조하

으며,가연분은 550℃의 기로 안에서 3시간 강열하여 측정하 다.시

료의 SCOD,NH4-N
+농도는 소화액을 원심분리 후 여과지에 걸러서 분

석키트(HumusCo.)에 희석한 시료를 넣어 Spectrophotometer(HS3300,

HumusCo.)로 분석하 다.

각 시료에 해 원소 분석을 실시하 는데,시료를 105℃ oven에서

24시간 건조시킨 후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분말상태로 만든 후 원소분석

기(PerkinElmerSeriesⅡ 2400,US)를 이용해 C,H,O,N 함량을 분

석하 다.미량원소 함량은 건조 후 분말의 형태로 쇄한 시료를 Ion

CoupledPlasma-AtomicEmissionSpectrometer(ICP-AES)(OPTIMA

4300DV,Perkin-Elmer,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3.4.2.가스 성분 분석

발생가스에 포함된 메탄 농도를 분석하기 하여 500μLgas-tight

Ⓡ syringe를 시험 용기 내에 삽입하여 가스 300μL를 채취하 다.이때

syringe의 피스톤을 상하로 움직여서 용기 내부와 가스 조성을 동일하게

맞추어 가스를 채취하 다.채취된 가스는 TCD(ThermalConductivity

Detector)와 CTR Ⅰ column(6′ ×1/4″ outer& 6′ ×1/8″ inner

SS, Alltech, USA)이 장착된 GC(Gas Chromatography, Young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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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E6100,Kore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Fig.3.6).운 조건으로 온

도는 oven35℃,detector120℃,injector120℃로 유지하 으며,이동상

으로 사용된 헬륨(He)가스의 유속은 40mL/min이었다.Table3.7에

GC의 운 조건을 나타내었다.

Fig.3.6.GasChromatography(GC)usedinpresent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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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Conditions

GC Acme6100(Younglin,Korea)

Detector

type
TCD

Column
Outer:6′ ×1/4″,ActivatedMolecularSieve

Inner :6′ ×1/8″,PorousPolymerMixture

Oven

temp.
35℃

Detector

temp.
120℃

Injector

temp.
120℃

Carriergas He

Gas

velocity
40mL/min

Table 3.7.Operation conditions ofTCD gas chromatography for

determinationofmethane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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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VolatileFattyAcid(VFA)분석

반응조 내의 VFA의 농도(Aceticacid,propionicacid,butyricacid,

iso-butyricacid,valericacid,iso-valericacid,hexanoicacid)는 FID

(Flame ionization detector)와 HP-INNOWAX(Aglient Technologies,

USA)가 장착된 GC(Gas Chromatography,Younglin ACME 6100,

Kore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Items Conditions

GC Acme6100(Younglin,Korea)

Detector

type
FID

Column

Length:30m

Diameter:0.5mm

Thickness:0.2㎛

Oven

temp.

Initialtemperatureandtime:120℃,2min

Finaltemperature:190℃,2min

Increaserateoftemperature:10℃/min

Detector

temp.
250℃

Injector

temp.
240℃

Table 3.8.Operation conditions of FID gas chromatography for

determinationofV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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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소화액 내 속 농도 측정

반응조 소화액과 원시료의 속 함량 측정 시 처리 방법은 수질

오염공정시험방법(2007)을 따랐다.소화액의 속 측정을 해 소화액

은 원심분리기(Supre22K,Hanil)를 이용하여 15,000rpm에서 10분간 원

심분리하고 glass-fiberfilter로 필터링하여 상등액을 이용하 다.검액

내 속 농도는 FlameAtomicAbsorption Spectrometer(AA-7000,

Shimadzu,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Fig.3.7).

Fig.3.7.AtomicAdsorptionSpectrometer(AAS)usedin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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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실험 결과 토의

4.1. 상 시료의 물리 화학 특성

상 시료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Table4.1에 나타내었다.표 음

식물쓰 기는 시설농업부산물보다 낮은 수분함량을 보 지만 VS함량은

습윤 량 비 18%(bywt.),건조 량 비 90%(bywt.)로 표 음식물

쓰 기가 가장 높았다.따라서 표 음식물쓰 기가 시설농업부산물에 비

해 소화 가능한 유기물질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문헌에서

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다른 연구에서 음식물쓰 기의 수분함량

과 건조 량 VS의 값은 각각 69∼93%(bywt.),85∼95%(bywt.)로 나

타났으며(Han과 Shin,2004;Zhang등,2007)토마토와 오이부산물의 건

조 량 VS는 각각 74,77%(bywt.)의 값을 나타내(신국진 등,2011)농

업부산물의 VS함량은 음식물쓰 기보다 낮았다.

상 시료별 원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C/N비를 계산한 결과,C/N

비는 12∼23의 범 를 나타내었다.Wu등(2010)은 암모니아 축 등으

로 인한 기성소화 미생물의 해 상을 최소화하기 해서 C/N비는

15∼20이 합하다고 보고하 다.토마토 부산물과 표 음식물쓰 기

C/N비는 각각 22.95,14.83으로 최 범 에 드는 반면 오이 부산물의

C/N비는 최 범 보다 다소 낮은 값을 보 다.인은 미생물의 생명

상에 불가결한 원소이다.김남천 등(2002)은 기성 소화를 한 최

C/P비는 100∼500로 보고하 다 본 연구의 상시료 오이 부산물을

제외하고 C/P비는 최 조건에 부합하 다.

원소분석 결과와 화학 양론식(Eq.16)을 이용하여 상 시료로부터

의 이론 메탄발생량을 추정하 다.오이 부산물,토마토 부산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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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 기의 이론 메탄발생량은 각각 411,445,466mL-CH4/g-VS

로 표 음식물쓰 기의 메탄 발생량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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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Cucumber Tomato Foodwaste

Moisture

(%,bywt.)
84.52 84.91 79.52

VolatileSolid

(%,bywt.)
11.52 12.18 18.37

Ash

(%,bywt.)
3.97 2.90 2.11

VS/TS 0.74 0.80 0.90

Carbon

(%,bywt.)
33.76 38.57 43.42

Hydrogen

(%,bywt.)
5.17 5.65 6.16

Oxygen

(%,bywt.)
39.33 42.49 40.63

Nitrogen

(%,bywt.)
2.80 1.68 2.92

Sulfur

(%,bywt.)
0.37 0.48 0.30

C/N 12.05 22.95 14.83

C/P 39.02 121.91 125.13

TMPa

(mL-CH4/g-VS)
410.6 445.0 466.1

pHb 8.1 6.3 6.2

SCODb(g/l) 5.1 6.1 8.5

Table4.1.Thecharacteristicsofagriculturalresiduesandfoodwaste 

aTheoreticalmethanepotential
bbasedonfeedstocksolutionforreactorinjection(OLR=1g-VS/L·day,HRT=30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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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2에 상 시료의 미량원소 함량을 나타내었다.시설농업부산

물의 미량원소 함량과 비교하 을 때,표 음식물쓰 기의 모든 미량원

소 함량은 낮게 나타났다.특히,메탄생성균의 정상 인 활동에 으

로 필요한 철의 경우,표 음식물쓰 기 철의 함량은 1.66ppm으로 나타

났으며 시설농업부산물 철 함량의 20%(bywt.)이하의 낮은 값을 보 다.

따라서 표 음식물쓰 기를 단독으로 소화할 때,안정 이고 효율 인

소화의 진행에 있어 미량원소 부족이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되며 표 음식물쓰 기와 시설농업부산물을 혼합하 을 때,미량원

소의 농도가 정 범 로 조 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모든 시료에

서 코발트,니 ,몰리 덴은 검출 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토마토 부산물,표 음식물쓰 기와 비교하 을 때,오이 부산물의

구리 함량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아연도 비교 높은 값을 나타냈다.



- 44 -

Elements

(ppm)
오이 토마토 음식물쓰 기

Fe 11.28 14.32 1.66

Co nd nd nd

Ni nd nd nd

Mo nd nd nd

Cu 349.28 14.05 11.30

Zn 106.11 57.58 16.68

Mn 65.23 68.16 8.28

Se nd nd nd

B 117.49 49.52 nd

Table4.2.Traceelementconcentrationsofraw materials

nd:notdetected(detectionlimit:Co,Ni,Se>0.01ppm,Mo>0.05ppm,B>0.1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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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BMPtest를 통한 잠재메탄발생량 평가

BMPtest는 각각의 시설농업부산물에 하여 60일 이상 진행되었

다.메탄 발생량의 결과는 Fig.4.1에 나타내었으며 모든 시료에 하여

시간에 따른 메탄발생량의 추이는 공통 으로 유사한 형태를 보

다. 기 10일 동안 높은 발생속도를 유지하다가 10일 이후에 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 으며,모든 시료에서 지체기가 길게 나타나지 않아

미생물이 쉽게 기질에 순응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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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Cumulativemethaneproductionofagriculturalresidues

andfoodwaste

BMPtest를 통해 발생한 토마토 부산물,오이 부산물,표 음식물쓰

기의 메탄발생량은 각각 149.5,211.6,395.5mL-CH4/g-VS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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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표 음식물쓰 기>오이 부산물>토마토 부산물 순으로 메탄발

생량이 높았다(Table4.3).Eq.17을 통해 상 시료의 생분해도를 계산

하 다.생분해도는 33∼85%(byvol.)의 범 를 나타냈으며 표 음식물

쓰 기의 생분해도가 가장 높았고,토마토 부산물의 경우가 가장 낮았다.

Type

Methanepotential

(mL-CH4
a)

/g-VS)

Biodegra-

dability

(%,byvol.)

R
(mL-CH4/

g-VS·day)

Lag

phase

(day)

Tomato 148.5±31.2 33.4 19.8 0.4

Cucumber 211.6±15.5 51.5 25.6 0.5

Foodwaste 395.5±55.5 84.9 30.5 1.9

Table 4.3.Methane potentialand biodegradability ofagricultural

residesandstandardfoodwaste

a)averagevalue±standard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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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농업부산물과 음식물쓰 기의 병합 소화(Experiment1)

시설농업부산물과 표 음식물쓰 기 병합 소화와 표 음식물쓰 기

단독 소화 시 메탄발생량을 Fig.4.2에 나타내었다.모든 반응조의 운

조건은 OrganicLoadingRate(OLR)=1gVS/L·일,HydraulicRetention

Time(HRT)=30일로 고정하여 운 을 진행하 다.CSTR1(오이 부산물

+표 음식물쓰 기)의 경우,반응조 운 시작 8일 후에 가스 발생이

단되었으며 CSTR3(표 음식물쓰 기)에서는 10일 이후에 가스 생산이

단되었다(Fig.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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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Profilesofmethane production ofanaerobicdigestion at

OLR=1g-VS/L-dayandHRT=30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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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R2(토마토 부산물+표 음식물쓰 기)의 경우,운 시작 5일 째

메탄발생량이 격하게 감소하 으며 그 이후 50∼100mL/g-VS의 메탄

이 발생하 지만 메탄함량이 40% 이하로 낮아지는 등 안정 인 운 이

불가능하 다(Fig.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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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Profiles ofmethane contents ofanaerobic digestion at

OLR=1g-VS/L-dayandHRT=30day

모든 반응조에서 메탄발생량이 감소함과 동시에 VFA 농도가

격하게 증가하는 상을 보 으며 VFA 결과를 Fig.4.4에 나타내었다.

가스 발생이 가장 먼 멈춰버린 CSTR 1의 경우,TotalVFA 농도가

9,000mg/L를 나타냈으며 이 때 pH는 6.5까지 감소하 다.CSTR 2와

CSTR3의 경우 역시 시간이 경과되면서 VFA 축 이 일어났으며 24일,

19일 경과 후 TotalVFA농도는 각각 4,700,8,300mg/L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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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gert와 Banks(2005)의 의견에 따르면 기성 소화조의 TotalVFA

농도가 4,000mg/L이상일 경우 메탄생성균 활동에 해를 일으킬 수

있다.각 VFA 성분 별로 살펴보면,모든 반응조에서 공통 으로 아세트

산과 로피온산의 농도가 1,000mg/L이상을 보 다. 루코즈를 기질

로 한 Wang등(2009)의 연구에서는 780mg/L이상의 아세트산 농도,

900mg/L이상의 로피온산 농도에서 기성 소화 미생물에 상당한

해를 일으킨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모든 반응조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스 발생이 멈추는

상은 반응조의 아세트산과 로피온산이 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TotalVFA 축 은 반응조 내 pH 역시 감소시킨다.이 결과 역시 메탄

생성균의 활동에 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작용하 으며 기 소화에 부

정 인 향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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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ProfilesofVFA concentration ofanaerobicdigestion at

OLR=1 g-VS/L-day and HRT=30 day (a)CSTR 1 (b)CSTR 2

(C)CST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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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인 소화를 해서는 성장속도가 빠른 산생성균에 의한 유기산

축 이 시스템의 완충능력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만일 그 지 않으

면 pH가 낮아지고 메탄생성균은 사멸된다.유기산 농도와 완충능력을

비교함으로써 기성 시스템이 균형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VFA/alkalinityratio가 0.4이상이 되면 미생물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Fannin,1987).본 연구에서 운 기간 동안 CSTR1,2,3반응조

의 알칼리도는 각각 2,500∼4,500,3,300∼5,300,3,000∼4,500mg/L as

CaCO3의 범 를 보 다.반응조의 VFA/alkalinityratio를 Fig4.5에 나

타내었다.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운 기부터 모든 반응조에서

VFA/alkalinity비는 0.4이상의 값을 보 다.이는 운 되었던 반응조가

완충능력에 비해 높은 유기산 농도로 인해 산생성균과 메탄생성균이

하게 균형을 이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반응조 시작 단계에서의 해

요소가 메탄생성균의 활성도를 낮추고 소화 효율 하에 향을 주었을

것으로 단된다.운 을 진행할수록 산이 축 되고 알칼리도가 감소하

으며 반응조 운 을 단했을 때의 VFA/alkalinityratio는 CSTR 1,

2, 3 각각 3.6, 1.4, 2.8을 나타냈다. 기존문헌에서 반응조의

VFA/alkalinityratio가 1이상일 때 반응조 운 이 실패하 으며 본 연

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 다(Acharya와 Kurian,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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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5.ProfilesofVFA/alkalinityratioofanaeorobicdigestion

atOLR=1g-VS/L-dayandHRT=30day

유기물질의 질소 성분이 분해될 때 암모니아가 생성되며 암모니아에

의한 해 상이 있을 수 있다.이를 확인하기 하여 암모니아성 질소

(NH4
+-N)와 리 암모니아(NH3)의 농도를 측정하 다.C/N비가 낮은

유기물은 과잉의 질소가 암모니아로 변화하여 메탄생성균에 해를

수 있으며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가 3,000mg/L이상일 때 pH와 계없

이 독성을 유발하여 반응조 운 실패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cCarty,1964).암모니아성 질소 메탄생성균에 한 독성이 매우

강한 것은 리 암모니아로서,기존 연구에 의하면 아세트산을 주입한

기성 소화조에 리 암모니아는 100mg/L의 농도에서 해작용을 일

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cCarty와 McKinney,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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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기간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는 CSTR1,2,3각각 1,250∼

1,600,990∼1,400,1,000∼1,400mg/L로 나타났으며(Fig.4.6) 리암모니

아의 농도 한 100mg/L이하의 값을 보 다(Fig.4.7).따라서 모든 반

응조에서 암모니아에 의한 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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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반응조에서 메탄발생이 격히 감소한 이유를 검토하기 해

표 음식물쓰 기를 상으로 한 선행 연구자들의 기성 소화조 운

사례와 본 연구 결과를 서로 비교하 다(Table4.4).기존의 연구에서는

하수 슬러지를 이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음폐수 소화조 슬러지를 사용

하 다.

다양한 항목들의 결과를 비교하 을 때,기존 연구에 비해 본 연구

에서는 pH의 값이 낮았으며 VFA 농도 로피온산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로피온산은 VFA 가장 독성이

높으며 900mg/L이상의 농도에서는 메탄생성균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Wang등,2009). 의 연구에서는 에탄올,뷰티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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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산의 농도와 계없이 기 로피온산의 농도가 900mg/L이상

일 때 메탄 발생이 해되었으며 운 15일 후 메탄생성균의 농도가 6

×107/ml에서 1×107/ml로 감소함을 확인하 다.따라서 본 실험에서

운 기의 높은 TotalVFA 농도와(>4,000mg/L이상),높은 로피

온산(>900mg/L이상)에 의해 시작 단계에서부터 메탄생성균이 성장이

해되었을 것으로 상되며 기 소화 미생물의 불균형으로 인해 반응

조 운 이 실패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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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2011) Moon(2012) Thisstudy Comparison

OLR

(g-VS/

L-day)

4.7 4 1

HRT

(day)
25 25 30

pH 7.0-8.0 7.5-8.0 5.5-7.0

TVFA

(mg/L)
<4,000 <4,800 <8,000

HighTVFA

concentration

VFA

(mg/L)

Aceticacid

(55-2700)

Propionicacid

(20-460)

Aceticacid

(300-2000)

Propionicacid

(60-540)

Aceticacid

(1,200-2,300)

Propionicacid

(1,300-2,300)

High

propionic

acid

NH4-N
+

(mg/L)
1,670-2,730 1,500-2,500 800-1300

FA

(mg/L)
50-250 100-250 1-11

Alkalinity

(mg/L)
- >6,000 3,000-4,500

Table4.4.Comparisonofanaerobicdigestionperformanceofstand

food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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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과 유사하게 음식물쓰 기를 단독 소화할 때 안정 인 운

이 진행되지 않은 연구 결과도 한 보고되었다.Lin등(2011)의 연구에

서는 Fruitandvegetablewaste와 음식물쓰 기를 병합 소화 하 을

때,음식물쓰 기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VFA농도가 증가하 고 소화 효

율이 하되면서 메탄생성균에 해를 주었다고 보고하 다.특히,음식

물쓰 기만 단독으로 소화하 을 때는 VFA 축 으로 인해 안정 인 소

화가 불가능하 다.Zhang등(2011)의 연구에서도 음식물쓰 기를 축산

분뇨와 혼합하 을 때 안정 인 소화가 가능하 지만 음식물쓰 기만 단

독으로 소화할 때에는 VFA 축 으로 인한 운 이 불가능하 으며 부하

를 낮추었을 때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한 낮아진 pH를 조 하고

운 이 실패하는 것을 막기 해 buffersolution(NaOH)를 주입을 시도

하 지만 안정 인 운 이 불가능하 다.최우석(2011)과 문용철(2012)의

연구에서도 표 음식물쓰 기 소화 시,buffersolution(NaOH)투입하여

pH는 최 의 범 로 조 하 으나 VFA는 여 히 분해되지 않고 계속

축 되는 결과를 보 다.따라서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하 을 때,부하

와 계없이 음식물쓰 기가 안정 으로 운 되기 해서는 buffering

agent외의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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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tal.(2011) Zhangetal.(2011) Choi(2011)

Source

of

food

waste

Dininghall  

(China)

Universitycafeteria

(Korea)

Standardfoodwaste

(Korea)

Reactor CSTR
Semi-continuous

(Duran500mlbottle)
CSTR

OLR/

HRT 

3g-VS/L-day

NA

4.8g-VS/L-day

20day

5.7g-VS/L-day

12.5day

pH - 4.4 <6

TVFA

(mg/L)

Upto9,900

(onday47)

Upto18,000

(onday35)

Upto17,000

(onday22)

VFA

characte

ristics

(mg/L)

Aceticacidfirstly

increased(2000)

→Propionicacid

(169→ 1958)

butyricacid

(91→934)  

Propionicacidfirstly

increased(5247)

→Aceticacid(548)

Isovalericacid(2108)

Propionicacid

firstlyincreased

(2366)→

Aceticacid(5179)

Butyricacid(3350)

Table4.5.Thecharacteristicsoffailedfoodwastedigestion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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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운 에 실패한 소화의 원인 분석

이 실험에서 안정 인 유기물 부하에서 소화조를 운 하 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우에 운 을 실패하 다.실패 원인을 악하고자 불안

정 인 기성 소화에 향을 수 있는 요소들을 조사하 고,이를 확

인하기 한 실험을 진행하 다. 기성 소화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낮은 메탄생성균의 활성화,운 조건에서의 미생물

의 미순응, 속 독성,미량원소 부족이 있다.

4.4.1.SpecificMethanogenicActivity(SMA)test

기 소화 시,소화조에 활성이 높은 메탄생성균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된 소화조를 운 하는데 가장 요하다.Experiment1에서 로피온

산 축 으로 인해 메탄생성균이 성장이 해되었을 것으로 상되며 새

로운 실험을 시작하기 , 상 기질에 해 반응조에 존재하는 메탄생

성균이 활성화되는지 확인하고자 SMA test를 진행하 다.CSTR 1,2,

3에서 슬러지를 각각 채취하여 식종원으로 사용하 으며 상 기질을 주

입하여 실험하 다.오이부산물과 표 음식물쓰 기 병합(CSTR 1),토

마토 부산물과 표 음식물쓰 기를 병합한(CSTR2)경우 5일,표 음식

물쓰 기만(CSTR3)주입한 시료에서는 6일 후에 메탄이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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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8.Cumulativemethaneproductionofsubstrateco-digestion

andfoodwaste

메탄 발생 속도는 CSTR 1,2,3의 경우에 각각 23.3,12.3,23.6

mL-CH4/g-VS·일로 나타났으며 토마토 부산물과 표 음식물쓰 기를

병합한 경우에 발생 속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50일 이상 실험을 진행

한 결과,표 음식물쓰 기의 메탄발생량이 가장 높았고,토마토 부산물

과 음식물쓰 기를 병합한 경우에 메탄발생량이 가장 낮았다.시료 별로

메탄활성도는 차이가 있었지만 기 미생물의 균형 메탄생성균의 활

성화를 확인하 으며 따라서 Experiment2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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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phase

(day)

Methane

production

rate

(mL-CH4/

g-VSㆍday)

Cumulative

methane

production

(mL-CH4/

g-VS)

Cucumber+foodwaste

(CSTR1)
5.4 23.3 321.4

Tomato+foodwaste

(CSTR2)
5.0 12.3 261.5

Foodwaste

(CSTR3)
6.9 23.6 373.7

Table 4.6. Lag phase and cumulative methane production of

co-digestionandfoodwaste

4.4.2.미생물의 순응 (Experiment2)

Experiment1에서는 VFA 축 으로 인한 기 미생물의 불균형이 운

실패 원인이라고 단되었다.따라서 Experiment2에서는 메탄생성균

에 해를 일으키지 않는 환경(TotalVFA<4,000mg/L, 로피온산<900

mg/L)에서 충분히 낮은 유기물 부하조건으로 반응조를 운 하여 미생물

의 순응을 유도하 다. 기 유기물 부하량은 0.1g-VS/L-일(HRT=300

일)이었으며 Table3.5에 제시한 조건으로 유기물 부하량을 늘려가면서

실험하 다.

운 을 시작할 때의 반응조의 TotalVFA 농도는 600∼1,500mg/L

고, 로피온산의 농도는 100∼500mg/L의 범 를 나타내었으며 VFA

로 인한 메탄생성균의 해는 없다고 단된다.병합 소화의 메탄발생

특성 비교를 해 오이 부산물과 토마토 부산물 단독 기 소화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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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각각의 반응조를 CSTR4,5로 명명하 다.

CSTR 2의 경우,유기물 부하량을 늘려가며 미생물 순응을 유도한

결과 부하를 1g-VS/L-일까지 올렸을 때 반응조가 안정 으로 운 되

었다(Fig.4.9).OLR=0.1g-VS/L-일 조건에서도 20일 이상 안정 인 운

이 가능하 으며(35∼55일)메탄발생량은 270∼420mg/L의 범 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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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9.ProfileofmethaneproductionofCSTR ２ duringadaptation

process　

Fig.4.10에 CSTR2운 기간동안의 발생 가스 메탄 농도 변화

를 나타냈다.부하를 0.1에서 1g-VS/L-일로 증가시킴에 따라 메탄 함

량이 차 감소하 으나 OLR=1g-VS/L-일 조건에서는 가스 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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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50∼52%를 유지해 기성 소화가 정상 으로 진행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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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0.ProfileofmethanecontentsofCSTR 2duringadaptation

process

CSTR2운 기간 동안의 TotalVFA 농도 변화를 Fig.4.11에 나

타내었다.운 20일에 부하를 0.5g-VS/L-일로 증가하면서 TotalVFA

농도가 격히 증가하 고 5,600mg/L값을 보 으며 그 이후 차 감

소하 다.운 29일에 부하를 0.75g-VS/L-일로 높 을 때는 격한

증가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1g-VS/L-일 부하에서 운 할 때의 Total

VFA 농도는 2,000mg/L이하로 유지되었다.따라서 부하를 차 늘려

가며 미생물 순응을 유도한 결과,TotalVFA 축 은 없음을 확인하

다.운 기간 pH는 7.1이상으로 유지되며 메탄생성균의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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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값을 보 다.VS제거율은 70∼75%(bywt.)의 범 로 나타냈다.

한,운 기간 동안의 암모니아성 질소와 리 암모니아의 농도는 각

각 1,300mg/L,70mg/L이하로 나타나 암모니아에 의한 해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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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1.ProfileofVFA concentrationofCSTR2duringadaptation

process

기성 시스템의 균형 상태를 보여주는 VFA/alkalinityratio도 확인

하 다.앞서 메탄 발생이 멈춰버린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CSTR2

의 VFA/alkalinityratio가 0.30∼0.39의 범 로 Fannin(1987)이 보고한

안정 인 수 으로 유지되었다.이는 앞선 결과에서도 확인하 지만

CSTR2가 안정 으로 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CSTR 2는 미생물 순응을 진행한 후 운 결과를 Experiment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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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 을 때,같은 부하(1g-VS/L-일)에서 VFA 축 메탄 발생

효율 하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 인 운 이 가능하 다.

반면,CSTR2를 제외한 CSTR1,3,4,5도 낮은 부하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미생물이 응하도록 하 으나 안정 인 운 이 불가능 하

다.4개의 반응조 운 을 지한 시 에서 부하,pH,VFA 농도는 각각

다른 특징을 나타냈다(Table4.7).

가장 낮은 부하에서 운 이 실패한 CSTR1의 경우,0.25g-VS/L-

일의 부하에서 메탄 가스 발생이 단되었다.이 때 VFA축 은 일어나

지 않았으며 pH와 alkalinity는 각각 7.5와 5,700mg/L의 값을 나타냈다.

기성 소화에 한 pH는 6.6∼7.6로 보고되었으며(Rittmann과

McCarty,2001)알칼리도의 정 범 는 3,000∼5,000mg/LasCaCO3로

(Gerardi,2003)완충능력 한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CSTR 4,5의

경우,0.5g-VS/L-일의 부하에서 메탄 함량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안정 인 소화가 진행되지 않았다.세 반응조에서 VFA 축 상이 나

타나지 않았으며 기성 소화의 첫 번째 과정인 가수분해가 제 로 이루

어지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따라서,CSTR1,4,5의 경우,다른 요인

으로 인해 산생성균과 메탄생성균 모두 활성화 되지 않았다고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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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R

(g-VS/

L-day)

Methane

Contents

(%)

pH

Alkalinity

(mg/L

as

CaCO3)

VFA

concen-

tration

(mg/L)

CSTR1 0.25 39 7.5 5,700 1,300

CSTR3 0.75 39 6.3 3,000 4,800

CSTR4 0.5 40 7.3 5,800 1,300

CSTR5 0.5 36 7.2 6,300 1,500

Table4.7.Characteristicsofadaptationfailedreactor

CSTR３의 경우,CSTR1,4,5와 비교하 을 때 비교 높은 부하까

지(0.5g-VS/L-일)운 이 가능하 으며 운 60일 이후 0.75g-VS/L-

일의 조건에서 메탄 함량 발생량이 감소하 다(Fig.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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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2. Profiles of methane production of CSTR 3 during

adaptationperiod

운 25일에 부하를 0.1에서 0.5g-VS/L-일로 높임에 따라 VFA 농

도가 격하게 증가하 다.따라서 운 35일에 부하를 0.25g-VS/L-일

로 낮추어 운 하 으며 메탄발생량이 다시 증가하 고 VFA 농도가 감

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4.13).이는 미생물의 순응이 일어

났기 때문으로 단된다.운 43일 이후에 부하를 0.5g-VS/L-일로 높

이고 60일 이후부터 부하를 0.75 g-VS/L-일로 운 하 다.그러나

TotalVFA 농도는 4,800mg/L까지 증가하 으며 메탄 함량이 40%(by

vol.)이하로 낮아지는 등 안정 인 운 이 불가능하 다. 한 운 을

단하 을 때의 VFA/alkalinityratio는 1.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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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3.ProfileofVFA concentrationofCSTR３ duringadaptation

period

음식물쓰 기 단독 소화에서는 낮은 부하로부터 운 하며 미생물이

순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으나 산 축 으로 인해 산생성균와 메탄

생성균의 불균형이 일어났다.본 실험을 통해 음식물쓰 기가 안정 으

로 운 되기 해서는 미생물의 순응 외의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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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속의 향

속은 기성 시스템의 운 실패를 래하는 물질로 알려져 왔

으며,구리,니 ,아연,카드뮴,수은 등은 1mg/L이하의 농도에서도

기성균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Rittmann과 McCarty,2001).그러나

미생물은 순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해물질에 순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미생물 집단은 다양하기 때문에 독성을 일으키는

해 농도에 일반 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Rittmann과 McCarty,2001).

본 연구의 상기질인 오이 부산물,토마토 부산물,음식물쓰 기의

속 분석 결과,오이 부산물의 구리와 아연 농도가 다른 시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따라서 속 독성에 의한 기 소화의 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단하 으며 이를 확인하기 해 각각의 반응조에서 슬러지

를 채취해 구리,아연,니 ,카드뮴,납의 농도를 측정하 고 그 결과를

Table4.8에 나타내었다. 속 이온 농도를 비교한 결과,오이 부산물

을 기질로 사용한 CSTR1에서는 아연 농도가 3.6mg/L로 다른 반응조

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으며 오이 부산물을 단독 소화한 CSTR4에서는

구리의 농도가 2.7mg/L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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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L) CSTR1 CSTR2 CSTR3 CSTR4 CSTR5

Cu
Total 12.0 6.3 9.3 46.2 17.0

Soluble 0.3 nd nd 2.7 0.8

Zn
Total 57.1 1.8 19.1 29.9 13.7

Soluble 3.6 1.2 0.7 1.1 1.0

Ni
Total 0.5 0.1 1.2 nd 0.2

Soluble 0.1 nd nd nd 0.1

Cd
Total 0 0 0 0 0

Soluble 0 0 0 0 0

Pb
Total 1.8 0.8 0 0 0

Soluble 0 0 0 0 0

Table4.8.Concentrationsofheavymetals(Cu,Zn,Ni,Cd,Pb)ineffluent

nd:notdetected(detectionlimit:Cu>0.2mg/L,Ni>0.05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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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1993)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속이 VFA 생성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고 속 간의 상 인 독성을 비교하기 해 루코즈를 기

질로 한 회분식 실험을 진행하 다.그 결과,VFA 생산 효율이 50%

해되는 구리,아연,니 ,카드뮴,납의 농도는 각각 0.9,3.5,440,29,880

mg/L로 나타났다.신항식 등(1999)은 로피온산을 이용한 회분식 실험

에서 구리 농도가 40mg/L일 때 메탄 생성 효율이 하되었으며 운

기간이 지속되어도 해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Ahring등(1983)의 연구

에서는 고온(58℃)에서 3L유효 부피의 연속식 반응조를 운 하 으며

니 은 200mg/L이상의 농도에서,구리와 카드뮴은 300mg/L이상의

농도에서 기 소화 해를 일으켰다. 의 연구에서는 속의 농도를

차 증가하면서 투입하 기 때문에 미생물의 순응이 일어나 높은

속 농도까지 응 가능한 것으로 상된다고 언 하 다.

기존 문헌 결과를 고려하 을 때, 속이 독성을 나타내는 농도는

투입 기질,운 조건,미생물의 순응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 다.본 실

험에서는 구리와 아연 함량이 높은 오이 부산물의 지속 인 투입이

속에 순응되지 않은 미생물에게 독성을 유발해 기 소화에 해를 일으

킨 것으로 추정된다.니 ,납,카드뮴은 측정되지 않거나 낮은 농도로

측정되었으며 기존 문헌에서 언 한 해 농도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속 독성을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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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미량원소의 향 (Experiment3)

메탄생성균의 정상 인 성장을 해서는 니 ,코발트,몰리 덴,철

등의 필수 미량원소가 필요하다. 상 시료의 속 함량 분석 결과,일부

미량원소는 측정 한계 이하로 나타났으며 특히 음식물쓰 기는 농업부산

물과 비교하 을 때 모든 미량원소의 함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4.1).따라서 미량원소 부족에 따른 소화 효율 하가 의심되어

미량원소를 충분히 공 한 조건에서 반응조를 운 하 다.

Shelton과 Trdeje(1984)가 제시한 양 배지는 기 소화 미생물에

필요한 양분 미량원소를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으며 기 소화 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본 실험에서는 음식물쓰 기와 토

마토 부산물을 단독으로 소화하는 CSTR 3,CSTR 5에 Shelton과

Trdeje(1984)가 제시한 조건으로 양배지를 주입하여 실험을 진행하

으며 미량원소 별 투입 농도는 Table3.6과 같았다. 해 물질에 의한

향을 최소화하기 해 미생물이 해를 받지 않는 낮은 VFA 농도에

서(TVFA<2,000mg/L, 로피온산<900mg/L)운 을 시작하 다.

CSTR 3의 경우,미량원소를 주입하여 반응조를 운 한 결과 미생

물 순응 단계에서 운 이 실패한 0.75g-VS/L-일의 부하에서 반응조가

안정 으로 운 됨을 확인하 다(Fig.4.14).미량원소 주입 후,메탄 발

생량은 차 증가하여 운 10일 이후,450∼600mL-CH4/g-VS의 범

를 나타내었으며 30일 이상 안정 인 운 이 가능하 다.메탄 함량은

50∼51%(byvol.)의 범 를 나타내었고,pH는 7.0∼7.1로 안정 인 수

으로 유지되었다.앞서 메탄 발생 효율이 하된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미량원소 주입 후 운 효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otalVFA의 농도는 1,700∼1,900mg/L의 범 를 나타내었으며 VS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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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율은 84∼85%(bywt.)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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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4.MethaneproductionofCSTR　3aftertraceelementaddition

본 실험에서의 결과를 코발트,니 ,철,몰리 덴 주입 후 음식물쓰

기 기 소화가 안정 으로 운 된 Zhang등(2011)의 연구와 결과를

비교해보았다.메탄 함량은 52%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정상 상태에서의 메탄 발생량은 350∼450mL-CH4/g-VS로 본 연구보다

낮은 값을 보 다.이는 본 실험에서의 부하가 문헌 실험에서의 부하 4.8

g-VS/L-일보다 낮아 분해 효율이 높기 때문으로 단된다.

반면,미량원소를 주입한 CSTR 5에서는 0.5g-VS/L-일의 부하로

운 을 시작하 으나 운 7일 이후 메탄 함량이 40%(byvol.)이하로

감소하며 안정 으로 운 되지 않았다.이 때,pH는 7.3의 값을 나타냈

으며 pH 하 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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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설농업부산물(오이 부산물,토마토 부산물)과 음식

물쓰 기의 메탄 발생 특성을 조사하기 해 BMPtest를 실시하 다.

한 병합 소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한 실험실 규모의 연속 반응조를

운 하 다.시설농업부산물과 음식물쓰 기의 기 소화에서 안정 인

메탄 생성에 향을 수 있는 인자를 검토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조

사한 항목은 메탄생성균의 활성도,미생물의 순응, 속,미량원소이

었다.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BMPtest결과,토마토 부산물,오이 부산물,음식물쓰 기의 메탄

발생량은 각각 149,212,396mL-CH4/g-VS이었고,생분해도는 33∼

85%(byvol.)범 를 나타내었다.

2.시설농업부산물과 음식물쓰 기를 이용한 병합 기 소화에서 OLR=1

g-VS/L-일,HRT=30일의 조건에서 로피온산 축 (>900mg/L)으로

인해 메탄생성균 활동에 해를 주어 반응조 운 이 모두 실패한 것으로

상된다.이 때 VFA/alkalinityratio가 0.4이상의 값을 나타내 기성

시스템이 불균형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 다.그러나 0.1g-VS/L-일 낮

은 부하부터 부하를 차 높이며 미생물 순응을 유도한 결과,1g-VS/L-

일의 조건에서 토마토 부산물과 음식물쓰 기의 병합 소화가안정 으로

운 되었다.이 때 메탄발생량은 270∼420mL-CH4/g-VS의 범 를 나

타내었고,VS제거율은 70∼75%(bywt.)의 값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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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반응조 내에 존재하는 슬러지를 상으로 메탄생성균 활성도 실험을

진행한 결과, 지체기는 5∼7일, 메탄 생성 속도는 12∼24

mL-CH4/g-VS·일의 범 를 나타내었으며 상 기질을 소화할 수 있

는 메탄생성균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따라서 부하를 차

늘리며 미생물을 순응을 유도한 결과 일부 기질에 해서는 안정

인 소화가 가능하 다.미생물 순응에 실패한 반응조 오이 부산물

을 기질로 사용한 반응조에서는 소화액의 구리 농도가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원시료에 구리 함량이 높기 때문으로 나타났

으며 속 독성으로 인해 기 소화 미생물이 해를 받을 수 있

다고 상된다.따라서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기 소화 시 속 농

도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미량원소가 부족한 음식물쓰

기의 경우,미량원소를 충분히 공 하 을 때 메탄 발생 효율이 증가

하 으며 VFA 축 이 나타나지 않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식

물쓰 기 기 소화에서 정 농도의 미량원소가 안정 인 소화에

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시설농업부산물과 음식물쓰 기의 기 소화에서 안정 인 소화조

운 에 미치는 요인은 시료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시설

농업부산물과 음식물쓰 기를 이용하여 기 소화 시, 속 농도,

미량원소 농도,미생물의 순응을 고려해서 소화조를 운 해야 할 것

이다.본 연구 결과는 향후 안정 이고 효율 인 바이오 랜트 운

의 기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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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erobicco-digestionoforganicwastes

producedinagriculturalarea

YuJin,Lee

DepartmentofCivilandEnvironmental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Anaerobicdigestion converting plantbiomass,cropresiduesand

energycropstomethane-richbiogashasbeenstronglysupportedto

reducetheCO2 emissionsaccordingtotheKyotoprotocol.Asthe

interestin the use of methane for heat and power has been

increased,many countries including European Union(EU),United

StatesandJapansuggesteddifferentenergypoliciesforreplacement

offossilfuels.Followingtheenvironmentaltrend,Koreagovernment

decidedtoestablish600bioenergyvillageswhichutilizetheorganic

wastesproducedinlocalagricultureasaform ofbiogastosupply

thecompleteenergydemandsofavillage,aselectricityanddistrict

heating.

Intheagro-typebioenergyvillage,agriculturalresiduesandfood

wasteareproduced asmain componentoforganicwastes.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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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unt of leaves and stems are produced as a waste after

harvesting.Theseresidueshavehighdigestibleorganicmatterand

nutrientsandhavesubstantialpotentialvalueasrenewableenergy

sourcewhentheyarefermentedasmethane.However,thereislittle

publisheddataontheanaerobicdigestionofagriculturalresiduesand

co-digestionwithotherorganicwastes.

Theobjectiveofthisinvestigationwastodeterminethemethane

potentialofagriculturalresidues(cucumberresidue,tomato residue)

and food waste by BiochemicalMethane Production(BMP) test.

Additionally,a series oflaboratory-scale Continuous Stirred Tank

Reactors(CSTR)wereoperatedtoevaluatethefeasibilityofanaerobic

digestionoftheagriculturalresiduesandfoodwasteandtoidentify

thekeyfactorsaffectingtheprocessperformance.

Themethanepotentialandbiodegradabilityofagriculturalresidues

andfoodwasteranged149∼396mL-CH4/g-VSand33∼85%(byvol.),

respectively.Foodwasteshowedthehighestmethanepotentialand

biodegradabilitywhiletomatoresiduesshowedthelowest.

Volatile Fatty Acid(VFA) accumulation was observed for the

reactorsofagriculturalresiduesandfoodwasteco-digestionandfood

wasteonlyat1g-VS/L-dayoforganicloading rate(OLR)and30

days ofhydraulic retention time(HRT).However,after microbial

adaptationbyincreasingtheloadingratefrom 0.1to1g-VS/L-day

progressively,the co-digestion oftomato residue and food waste

was feasible.In this condition,methane yields ranged 270∼420

mL-CH4/g-VSandVSremovalefficiencyshowed70∼75%(by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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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identifythefailureresultsmoreclearly,specialfocuswasput

onmethanogenicactivity,microbialadaptation,heavymetalandtrace

metalsincethesefactorsareknowntoaffecttheanaerobicdigestion

performancesignificantly.SpecificMethanogenicActivity(SMA)test

indicated thatmethanogens in the reactors were able to digest

selected samples.Adaptation ofmicrobialpopulation to digestion

environment resulted in stable performance with some samples.

Among microbialadaptation failed reactors,high concentration of

heavymetal(copper)ineffluentwasobservedwhencucumberresidue

wasfedassample.Itwasobservedthatcucumberresiduecontained

highcopperconcentration.Therefore,heavymetalconcentrationsof

agriculturalresiduesneedtobecheckedforanaerobicdigestion.By

addingatraceelementsolutiontofoodwaste,superiorperformance

was produced in terms of high methane yield and no VFA

accumulation.Theresultindicatedthattraceelementwasrequiredfor

stablefoodwastedigestion.

From theseresults,itwassuggestedthatheavymetal,tracemetal

andmicrobialadaptationcouldaffectanaerobicdigestionperformance

when treating agriculturalresiduesandfoodwaste.Itisexpected

thattheresultswillprovideimportantinformationtoachievestable

andefficientanaerobicdigestionprocessinbioenergyvillages.

Keyword :Agriculturalresidues,Food waste,Anaerobicdigestion,

Heavy metal, Trace metal, Microbial adaptation,

Methanogenicactivity

Studentnumber:2011-2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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