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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C/N ratio,

도 수분 유기물 함량 중금속 함량 등에서 퇴비 품질 기준에 적합하였,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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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생성균의 존재 온도 범위는 여러 범위가 있으나 대부분의 메탄생

성균은 중온 범위에 있다 몇몇 메탄 생성균은 저온 고온 초고온에서도. , ,

활동이 가능하다.

고온 메탄생성 미생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생물의. ①

증식이 상대적으로 느리며 미생물군의 분포가 매우 협소하다 또한, .②

온도 변화에 더욱 민감하여 중온 메탄생성균이 의 온도 변화에, 2 3– ℃

도 견딜 수 있는 반면 고온 메탄생성균의 경우는 이상의 변화를 주, 1℃

지 않도록 해야한다.

온도의 경우 미생물의 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인자 중의 하나이고 특,

히 메탄생성균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운전 온도의 큰 변화



는 혐기성 소화의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충분한 알칼리도는 의 조절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효소 활pH

동이나 소화조의 운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산생성균의 경우 이. pH 5.0

상에서 활동을 하고 메탄생성균의 경우 이상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6.2 .

메탄 생성균을 포함한 대부분의 혐기성 미생물은 에서 사이의7.0 8.5 pH

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혐기성 소화조에서 는 지방산의 생성과 함께 감소하게 되는데 메탄pH

생성균이 지방산을 소모함으로써 의 조절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적pH .

으로 일 이상의 수리학적 체류시간을 가지는 경우 메탄생성균이 지방5

산을 메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반응조의 안정성은 높은 알칼리도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알

칼리도의 저하는 반응조의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알칼리.

도의 감소는 지방산의 축적으로 인한 메탄생성균의 저해 급격한 유기산,

의 증가 메탄생성균을 저해하는 성분을 포함한 기질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다.

투입 기질의 성분 구성은 직접적으로 알칼리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백질 성분이 높은 기질이 투입될 경우 알칼리도는 증가하게 된다 알.

칼리도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NH– 2 등 아미노기 그룹의 방출과 암모니

아의 발생으로 생성이 된다.

알칼리도는 대부분 상태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중의 이bicarbonate

산화탄소와 평형을 이루게 된다 유기물이 분해될 때 이산화탄소가 생성.

되며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분해될 때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가 생성되,

게 된다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및 알칼리도. carbonic acid bicarbonate

와 알칼리도의 생성과 관련이 있다 생성된 암모니아는 암모carbonate .

니아 이온 상태로도 존재하게 된다.



투입 기질이나 산 알칼리성 생성물에 따라 반응조 내의 알칼리도나/

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알칼리도의 경우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등pH ,

질소를 포함한 유기물의 분해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아미노.

산이나 단백질이 분해될 경우 아미노기 그룹이 생성되고 알칼리도가 생

성되는데 이 때 암모니아가 방출된다 방출된 암모니아는 이산화탄소와.

함께 물에 용해되어 를 생성하게 된다Ammonium bicarbonate .

그러나 유기물의 분해에 의한 유기산의 생성은 알칼리도를 감소시키게

되는데 예를 들어 나 의 분해로 인하여 메탄이 생성되, Glucose Acetate

기 전까지는 알칼리도가 회복되지 않는다.

혐기성 반응조의 효율이 에서 의 범위에서 가장 최적화된다7.0 8.5 pH

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범위를 좁힐 경우는 에서 의 범위라고7.5 8.0

할 수 있다 보다 낮거나 보다 높은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고 메탄생. 6 8 ,

성균에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알칼리도를 높게 유지하여야.

만 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pH .

만약 투입 기질이 알칼리 성분이나 알칼리도 변화를 알 수 있는 물질

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는 알칼리도를 유지하고 를 조절하기 위하여pH

알칼리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성분을 투입하여야 한다 투입해야 하는 알.

칼리도의 양은 예상되는 유기산의 생성량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 만약,

예상보다 더 빠르게 생성이 된다면 더 많은 알칼리도의 투입이 필요하

다 빠른 유기산 생성 속도는 보통 혐기성 반응조의 기간 충. start-up ,

격 부하 그리고 온도의 변화 등 저해 현상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혐기성 소화 시 분해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생성물에 의해 방해를 받

을 수 있다 이 물질들은 미생물의 최대 비중식 속도를 감소시켜서.

를 늘려 주어야 하는 운전상 문제점을 야기SRT(Solids retention time)



하며 방해 물질의 농도가 극도로 증가하게 되면 미생물에 독성을 일으,

켜 전체 소화 공정의 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 허남효( , 2004).

혐기성 소화시 안정적인 운전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기질로서 알칼리,

알칼리 토금속 중금속 암모니아성 질소 황 그리고 다양한 유기 및 무, , ,

기물화합물 등이 있다 암모니아는 대개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탈아미노.

기반응에 의하여 생성된다 암모니아성 질소는 에 따라 암모니아성. pH

이온의 형태(NH4
+ 또는 용존 암모니아 가스) (NH3 로 독성을 나타낸다) .

이런 독성은 암모니아성 이온(NH4
+ 보다는 용존 암모니아 가스) (NH3 가)

훨씬 더 독성이 있다.

황화물 은 혐기성 소화시에 유입폐수 내 황 성분을 함유하는(sulfide)

유기물질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며 황화물 농도가 이상 존재, 200 mg/L

시 강한 독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황산염은 자체가 독성을 유,

발하지는 않으나 유기물 분해 시 전자수용체로 작용하여 메탄생성균과

황환원 박테리아의 경쟁을 유발하여 결국 메탄생성량을 감소시킨다.

는 고농도에서 메탄생성반응을 억제하는데VFA(Volatile Fatty Acid)

그것 자체에 독성이 있는지 또는 축적 때문에 가 저하되어 독성VFA pH

이 생기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리고(Kroeker et al, 1979). Na, K, Ca,

등의 양이온 물질들은 미생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로 미생물 성장Mg

을 촉진시켜 주기도 하나 과잉으로 존재하면 오히려 성장에 방해를 일,

으키고 독성을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가 양이온에 대하여 그. 2 0.005M,

리고 가 양이온에 대해서는 의 농도 값이 최적이라고 알려져1 0.01M

있다 양이온에 대해서 혐기성 미생물은 상당한 정도까지 순응가능하며. ,

저해효과는 상쇄물질을 주입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 유기성 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중 가장 일

반적인 방법은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안정화 처리로서 호기성

퇴비화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호기성 퇴비화.

하는 경우 차 호기성 분해반응이 대개 일 이상이 소요되며 이후1 15 , 30

일 이상의 부숙 과정을 거쳐 최종 부산물인 퇴비를 생산하게 된다 장미(

향, 2009).

즉 음식물류 폐기물은 일부 함유되어 있는 동물 및 어류의 뼈 계란, ,

껍질 등과 회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물학적 분해가 쉬운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성분은 단백질 아미노산 지방 탄수화물 셀룰로, , , ,

오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기물질은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되고 미생물 활동이 끝난 후에 남아 있는 최종 부산물은 퇴비로 잘 알려

진 부식물질이 된다.

퇴비화는 제한된 조건하에서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호기적 또는 산

소 요구성 분해를 의미한다 기술적으로는 조절된 환경 내에서 유기성. “

폐기물의 생물학적 분해 로 정의하고 있다” (Golueke, 1972).

바꾸어 말하면 퇴비화는 인위적인 생태계인 농경지에 농작물의 수확,

과 더불어 빠져나간 영양소를 잡초와 쓰레기와 배설물을 썩혀서 부식토

의 형태로 땅에 되돌려 주는 생태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영양소의 순환과

정인 것이다 퇴비화가 일어나는 동안 미생물은 유기물을 먹이로 이용하.

며 동시에 산소를 소비한다 쓰레기 내의 이러한 유기물질들은 탄수화, .

물 셀룰로오즈 헤미셀룰로즈 리그닌, (cellulose), (hemicellulose), (lignin),



리그노셀룰로오즈 지질 단백질 등으로 주로(lignocellulose), , C, H, O,

등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유기물질들은 종속 영양 미생N, S, P .

물에 의하여 무기질인 부식토로 전환된다.

산소가 없을 경우 혐기성 분해를 하며 대부분은 산소가 첨가되어 호,

기성 분해를 한다 혐기성 분해 시에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이 발생하. ,

여 악취가 나고 분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호기성 분해

를 선호한다.

호기성 퇴비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동안에 다량의 열이 발생하고 이,

산화탄소가 생기며 수증기는 대기로 방출된다 또한 분해 후 최종 생성.

된 잔류물은 회분과 미네랄로서 완전히 부숙되어 퇴비로 이용할 수 있다

(Tam & Vrijmoed, 1993).

유기물 분해 과정2.4.1.2

유기물질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Carbohydrates), (Lipids), (Protein)

로 구분 된다 이들이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 최종 산물로 이. ,

산화탄소(CO2 암모니아), (NH3 물), (H2 을 생성하게 된다O) .

탄수화물은 일반적으로 Cm(H2O)n의 형태를 가지며 호기성 상태에서,

분해되면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고 지방 및 단백질은 분,

해 분자량이 작은 물질이 되거나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등으로 최종, ,

분해된다 여기서 발생한 가스상의 암모니아. (NH3 는 수산화암모늄)

(NH4 으로 되며 반응물내의 를 상승시키게 된다 다음 식은 탄수OH) , pH .

화물과 지방 및 단백질의 분해과정을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Cm(H2O)n + mO2 mCO→ 2 + nH2O 식( 2.4)

CxHyNzOp + aO2 C→ uHyNq + bCO2 + dH2O + eNH3 식( 2.5)

호기성 미생물은 증식을 하는데 기질과 산소를 사용하며 이때에도 이,



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동화작용 그러나 기질이 부족한 상태가 되( ).

면 생성된 미생물의 자기 분해가 일어나며 이화작용 생물체의 합성과( ),

분해과정을 간단히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C5H7NO2 + 5O2 5CO→ 2 + NH3 + 2H2O 식( 2.6)

이상과 같이 각종 유기성 폐기물은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폐기물의 조

성에 따라 동화 및 이화작용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나 암모

니아의 가스상 대사산물이나 수분을 생성하는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퇴비화 단계별 특성2.4.1.3

퇴비화는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진행되는 부숙과정으로 중온성

균과 고온성 균이 관여한다 미생물에(Methanophiles) (Thermophiles) .

의한 퇴비 부숙과정은 다음과 같이 단계로 구분된다3 .

퇴비원료 중에 당류 아미노산 지방산 등 분해되기 쉬운 물질들이, ,①

분해되는 초기단계로서 부숙온도가 상승한다.

셀룰로오즈 헤미셀룰로오즈 펙틴 등 난해성 물질들이 분해되는 단, ,②

계로서 고온성 미생물이 관여하며 수 주간 지속된다.

퇴비더미의 온도가 떨어지며 분해속도도 지연되는 단계로서 숙성단③

계라고 하며 방선균을 중심으로 한 중온성 균들이 관여한다 일반적으로.

퇴비화는 이러한 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농촌진흥청3 ( , 2002).

퇴비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초기단계는 미생물이 활발한.

대사 작용으로 유기물질이 분해되면서 온도가 상승하는 단계이다 두 번.

째 단계는 미생물의 대사 작용이 완만한 숙성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부.

식물질이 만들어지는 주반응은 리그닌의 분해 또는 미생물에 의하여 합

성된 페놀 화합물이 단백질이나 단백질 분해 생성물과 고분자 중합체로

축합에 의하여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Witter & Lopez-Real,



1987).

퇴비화 과정을 공정단계 및 온도를 고려하여 보다 세분하면 전처리 단

계 중온성 단계 고온성 단계 감온 단계 숙성 단계로 분류된다, , , ,

전처리 단계에서 공기주입과 수분조절을 위(Atchley & Clark, 1979).

해 볏짚을 섞어 미생물 생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든 후 중온성 단계로 바

뀐다 중온성 단계에서는 중온균이 활발해지면서 온도가 증가되고 유기.

산이 발생되면서 가 감소한다 그러나 이상의 고온성 단계에서pH . 40℃

는 중온균의 활성이 떨어지고 고온성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활발히 일,

어나 는 다시 알칼리 상태로 되는데 이때 과량의 질소가 발생할 경pH ,

우 암모니아가 다량 생산되어 문제를 야기시킨다 (Gray et al., 1971).

온도가 로 상승하면 균류가 사멸되고 고온균의 수가 급증한다 이60 .℃

때에는 유기물 분해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공기량 조절 반응열 보온 증, ,

발되는 수분의 적절한 배출 내용물의 혼합 등의 조작이 필요하다 고온, .

단계에서 퇴비 온도는 로 유지되고 때로는 이상으로 증50 60 , 60∼ ℃ ℃

가한다 이때 퇴비화 효율은 급격히 떨어진다(Hoitink et al., 1991). ,

(Kuter et al., 1985; MaGregor et al., 1981).

감온 단계에서는 고온성 단계에서 일어나는 셀룰로오즈와 리그닌과 같

은 성분의 분해 속도가 아주 느리게 진행되며 온도가 상온까지 감소한

다 숙성 단계는 고온 단계에서 분해되지 못한 난분해성 유기물이 안정.

화되는 기간으로 유기물이 분해되는 단계라기보다는 퇴비가 질적으로 안

정화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분해 가능한 유기물이 대부분 분해되어 부.

식질로 바뀌기 때문에 리그닌 함량이 높고 이용 가능한 영양분의 함량이

낮아지며 방선균의 수가 많아진다, (Gray et al., 1971).

퇴비화 영향 인자2.4.1.4

퇴비화는 유기물질이 생물의 작용에 의해 분해되면서 안정화된 형태로

변형 되어 가는 과정으로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음.



식물류 폐기물은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인 온도 공기공급 교반 수분함량 숙성도, , , pH, , C/N ratio,

등으로 중요한 운전조건으로 작용하고 이들 운전조건은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알맞은 조건의 설정이 중요하다.

함수율1)

퇴비더미의 수분 조절은 퇴비화의 효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퇴비,

화 과정의 최적 수분함량은 내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퇴비화 시60% .

작과정의 수분은 범위가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5 - 65%

(Golueke, 1972; Zucconi & de Bertold, 1987).

퇴비의 적정 수분함량은 원료의 수분 보유력 물리적 특성 및 퇴비화,

시설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퇴비더미의 수분이 이하. 40%

일 때 미생물의 활성 저하로 유기물의 분해속도가 감소되며 이상, 60%

일 때는 산소의 부족에 의한 악취발생 및 식물독성 물질의 생성 그리고,

분해속도의 감소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oincelot, 1974).

만약 함수율이 이하로 떨어진다면 더미의 중심부에서 높은 온도50%

가 발생 하게 된다 미생물 등을 사멸시키게 되어 분해과정이 심각하게.

줄어들게 된다 이하가 되면 미생물의 생물반응이 저하되며. 30% 20%

이하일 경우에는 반응이 불가능해진다 (Chung & Hoitnk, 1990).

온도2)

퇴비화가 진행되면 미생물의 활동으로 발생되는 열에 의해 축적되는

열량으로 퇴비의 온도는 약 까지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퇴비60 - 70 .℃

화 물질의 내부에 함유된 수분이 온도의 상승으로 인하여 증발하면서 발

생되는 열을 증발열로 방출시키게 되므로 퇴비의 온도는 더 이상 증가하

지 않고 유기물이 활발히 분해되는 기간 동안에는 고온을 유지하다가 공

급되는 유기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미생물 증식속도가 감소하면서 발생

열량 역시 감소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유기물의 감량과 퇴비물질에 포.



함된 수분의 함량이 크게 낮아지면서 중량 및 부피 감소가 발생한다 따.

라서 퇴비물질의 중량 감소는 수분의 증발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일반적으로 호기성 퇴비화의 적정 반응온도는 퇴비원료 시스템에 따,

라 다양 하며 이상의 경우 미생물의 다양성은 크게 감소되며 전체60℃

미생물의 활성도는 에서는 크게 떨어지므로 가 반응속도60 55 - 60℃ ℃

를 최대로 하는 온도범 위로 알려져 있다 허관(Kuter, 1985; , 1998).

3) pH

퇴비화 공정의 의 변화는 유기물의 분해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물질pH

수분에 용해되면서 발생된다 즉 반응초기에 중온성 미생물의 증식이. ,

시작되는 단계에서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는 고분자의 유기물을

저분자화 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유기산을 생성하는데 미생물 스스로의,

증식과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빠르게 소비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

해되지 않을 경우 초산과 같은 유기산이 퇴비화 물질에 축적되면서 pH

의 감소를 유발시킨다.

만일 퇴비화 공정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할 경우 혐기성 발효가

발생하게 되면 는 더욱 떨어져 이하로 낮아지게 되며 반응속도 역pH 4.5

시 크게 지연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공기공급4)

퇴비화 과정은 주로 유기물의 호기성 산화분해이므로 산소의 존재가

필수적 이며 탄수화물이, CO2, H2 미생물 세포 열 그리고 분해 뒤 부O, ,

식질로 바꾸어진다 통기성은 입자의 물리적 성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입자가 적고 수분이 많은 재료인 수분조절제를 사용하여 통기성을 개량

하여야한다.

공기공급이 너무 많이 유입 될 경우 퇴비와 과정을 방해할 수도 있으

며 일반적으로 의 산소가 퇴비물질의 공극 내에 잔재하도록 해5 - 15%

야 한다 만약 공기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혐기성 상태가 되.



어 혐기성 생물작용이 일어나 CO2 외 H2 유기산 등이 형성되고 퇴비O,

화 중에 악취가 발생 된다 또한 유기탄소의 분해가 불완전하게 이루어.

지고 에너지 발생의 감소에 따른 미생물 세포 생장감소와 이에 따른 유

기물 분해의 감소가 이루어진다 (Paul et al., 1989).

5) C/N ratio

퇴비화 과정에서 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C/N ratio . C/N

가 미생물의 유기물질 분해과정에서 필요한 영양물질 균형을 맞추ratio

어 주며 성장을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탄소를 요구하고 단백질 합성을,

위해 질소를 필요로 한다 퇴비화 과정에서 유기 탄소는 분해 시. 20 -

가 세포기질 합성에 이용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대사열과 가스로 소40% ,

모되는 반면 질소는 소량이 미생물 세포의 필수 구성원으로 이용되며, ,

대부분은 고정되기 보다는 산화되거나 퇴비화 과정 중에서 높은 온도와

상태에서 암모니아 상태로 전환되어 대기 중으로 손실된다pH (Ruskin,

1981; Wilson, 1977).

에 의하면 적정비율의 범위는 사이이다Golueke C/N ratio 26 - 35

가 이상이면 질소 부족현상이 나타나기(Golueke, 1972). C/N ratio 35

시작하여 미생물 증식이 억제되어 퇴비화 속도가 늦어지는 동시에 탄소

가 많아지므로 생성된 유기산 등이 퇴비의 를 낮추고 미생물의 성장pH

과 활성도를 억제한다 반대로 가 너무 낮으면 질소가 암모니. C/N ratio

아로 변하여 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하여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되어pH

퇴비화 과정 중 악취가 발생하게 된다 (Kissel & Harrison, 1992).





그림 은 전체 실험 과정의 흐름을 나타낸 그림이다 디스포저에3-1 .

표준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여 분쇄한 뒤 체분리 및 원심분리에 의해 고,

액분리 과정을 거친다 이후 차 회수된 고형물은 자원화하게 되고 초. 1 ,

기 여액은 응집 침전 과정을 거쳐서 상징액은 하수관거 시스템으로 배출

되고 침전물들은 차 체분리 및 원심분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차로 회2 . 2

수된 고형물은 차 고형물과 마찬가지로 자원화하게 된다 이 때 자원화1 .

는 주로 퇴비화 및 혐기소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디스포저3.2.1.1

실험에 사용한 디스포저 제품은 개로 작동 방식에 따라 연속식2 ,

과 회분식 이(Thinkmom, energy1, Korea) (KD 132, National, Japan)

사용되었다 두 가지 모두 가운데 부분에 개의 해머가 장착되어 있고. 2

테두리에 칼날을 잇는 맷돌 칼날 혼합형 디스포저이다 회 작동 시간/ . 1

은 초이고 의 유속으로 급수하였다 회분식 디스포저는 연60 , 6 L/min .

속식에 비해 고농도 슬러리가 한 번에 배출되어 배관 폐색의 단점이 발

생할 수 있지만 뚜껑을 닫고 운전하기 때문에 연속식보다 안전하다는 장

점이 있다 표 은 실험에 사용된 디스포저의 종류 및 특성을 나타낸. 3-1

다.



표준음식물쓰레기3.2.1.2

실험에서 사용된 표준음식물쓰레기는 환경부고시 제 호에서2012-203

제시한 방법으로 약 씩 조제하여 에서 냉장 보관하였다 표준250g 4 .℃

음식물쓰레기의 조성과 음식물 재료별 가공방법은 표 와 같고3-2 , TS

는 이다(%) 20.5% .





체3.2.1.3

체 는 디스포저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체선별하기 위(Sieve)

해 사용되었다 사용된 체는 큰 순서대로. 5.6, 4.0, 2.0, 1.4, 1.0, 0.5,

이고 실험에서는 디스포저를 통과한 분쇄오수를 체0.4, 0.3, 0.2 mm ,

눈크기가 큰 순서대로 쌓아놓은 체에 통과시켜 선별하였다.

원심분리기3.2.1.4

실험에 사용된 원심분리기는 실제 디스포저용 고액분리기 중 원심분리

를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실험적으로 모사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일차적.

으로 체선별된 입자들을 튜브에 담은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고액분

리하였다 실험에서 상대원심력 값을 실제 기기의 값과 동일하게. (RCF)



맞추기 위해 원심분리기의 값을 식 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대RPM 3.1 .

상으로 한 디스포저용 고액분리기의 직경은 20 분당 회전수는cm, 900

이고 실험에 사용된 원심분리기의 직경은rpm , 14 이기 때문에 같은cm

상대원심력 (906 값을 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원심분리기의 분당(×g))

회전수는 1,213 으로 설정하였다rpm .

 ×   ×  × ×   식( 3.1)

여기서 상대원심력, RCF : (× g)

분당회전수RPM : (r / min)

직경r : / 2 (cm)

응집제3.2.1.5

천연고분자응집제로 사용된 키토산은 탈아세틸화도가 이고82.4%



수분은 이다 회분은 이고 점도는 으로9.8% . 0.2% 1,200 1,500–

분석되었다 분말형의 을 증류수 및 아세트산. chitosan 1 g 98 mL

과 혼합하여 의 키토산 용액을 제조하였다 혼합된 키토산1 mL 1% .

용액은 에서 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그림 는 사용된150 rpm 2 . 3-5

키토산을 나타내고 표 은 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3-3 chitosan

나타낸다.



고분자 무기응집제로는 Poly Aluminum Chloride (PAC) (Al2O3 17%,

제품을 사용하였다 그림 원액을 메스실린더에 증Samjoo) ( 3-6). PAC

류수와 혼합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3.2.1.6 Jar tester

응집실험은 과 를 사용하여 로 분석하였다 여chitosan PAC Jar tester .

액을 시료료 하여 응집제 주입량 여액 농도에 따른 응집제의 영향pH, , ,

응집제 별 침전 시간 등을 측정 및 분석하였다 교반은 응집제를 투여하.

고 로 으로 으로Jar tester 100 rpm 20 sec, 70 rpm 7 min, 45 rpm

으로 등 급속교반과 완속교반을 병행하였다 기본적7min, 25rpm 5min .

으로 분간 정치시킨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비커 중앙의 수심30 50 ml

약 깊이에서 서서히 실린더를 뽑아 를 취하였다2 3 cm 20 ml . Jar–

의 모식도는 그림 과 같으며 세부 실험 조건은 표 와 같tester 3-7 , 3-4

다.





총 고형물 회수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디스포저 작동 체선별 원심분, ,

리 고형물 무게 측정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체선별된 음식, .

물쓰레기를 원심분리하였을 때 회수되는 고형물의 함량 (%) 을 원심분리

능이라고 정하였다.

    ×  

  ×  
×  식( 3.2)

여기서,

원심분리능CSA : (%, Centrifugal Separation Ability)

체선별 후 회수된 무게W1 : (g)

원심분리 후 회수된 무게W2 : (g)

체선별 후 회수된 물질의TS1 : TS (%)

원심분리 후 회수된 물질의TS2 : TS (%)

전체 고형물 회수율은 주입하는 음식물쓰레기의 고형물 대비 최종 회

수된 고형물의 비율 로 나타낸다(%) .

      
  

×  식( 3.3)



는 유기물이 혐기성 조건에서 분해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BMP test

메탄발생량을 간단한 회분식 메탄발효조를 통하여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등 에 의해 개발된 이후 유기성폐기물의 잠재메Owen (1979)

탄발생량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

되고 있다 (Owen et al., 1979; Cho & Park, 1995; Angelidaki et al.,

는 대상폐기물 혐기성 미생물 그리고 미생물의 성장에2009). BMP test ,

필요한 영양배지를 발효조에 주입한 후 혐기성 상태를 유지한 채 경과시

간에 따른 폐기물로부터의 메탄 발생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

로 중온발효 조건인 온도조건에서 진행되며 실험 목적에 따35 ± 1 ,℃

라 그리고 연구자들에 따라 사용된 발효조의 크기가 매우 다양하다 (0.1

수 실험에 사용되는 혐기성 미생물은 일반적인 하 폐수 처리를 위- L). ·

한 소화시스템에서 채취한 소화슬러지가 사용되나 실험 목적에 따라 연

구실에서 특정기질 및 환경조건에서 순수 배양된 미생물을 사용하는 경

우도 있다.

방법은 최초 개발된 이후 보다 합리적으로 재현성 있는 결과BMP test

를 얻기 위해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수정되어 왔으며 현재

등의 기관에서 국제 표준화된 실험방법을ASTM, ISO, US-EPA BMP

제시하고 있다 그 방법들은 최초 제안한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

주입 기질과 미생물의 농도 영양 배지의 조성 헤드스페이스의 비율 가, , ,

스 발생량 측정 방법 교반의 유무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

는 등 이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되는Owen (1979) .

영양 배지에 있어서 과 의 연구에서 제시한 방Shelton Tiedge (1984)

법을 적용 하였다.



본 연구는 를 통해 응집제가 회수된 고형물의 생분해 과정에BMP test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고 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 BMP test

적인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림( 3-8).

에 사용될 대상 물질은 로 준비하고 식종 미생물 자BMP test Triplicate

체가 분해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메탄의 양을 보정하기 위하여 시험 물질

이 첨가되지 않은 공시체도 준비한다 시험 물질이 들어있는 시험 용기.

에 준비된 배지와 일정 농도의 미생물을 주입하고 각각의 시험 용기를

고무마개와 알루미늄 캡으로 밀봉한 후 에서 한 시간 정도 두어 주35℃

위 온도와 평형을 이루게 한다 온도가 평형에 도달한 뒤 시험 용기 내.

과잉의 가스를 방출시켜 주어 용기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동일하게 맞춰

준 후 계속 배양하며 일정 간격으로 가스 발생량과 메탄 농도를 측정한

다.



본 연구에서는 을 이용하여 회수된 고형물 및250 mL Serrum bottle

과 에 의하여 응집 처리된 고형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chitosan PAC

하였다 식종 슬러지는 서울 소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슬러지. D-

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순응시켜 사용하였다 시료의 양은. 5 g-VS/L,

슬러지의 양은 영양 배지의 양은 를 혼합하여 세팅하였10 mL, 90 mL

다 발생한 가스의 양은 그림 과 유리 주사. t-type valve system ( 3-9)

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가스의 조성은, Thermal Conductivity

가 장착된 영린기기 한국Detector Gas Chromatograph (ACME6100, , )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사용한 컬럼은 으로 메. CTR-1 packed column

탄 이산화탄소 질소 등의 측정이 가능하였다, , .



메탄 발생량은 가스 측정 장치로부터 측정한 가스 발생량과 시험 용기

의 헤드스페이스 부피 측정된 메탄 농도를 고려하여 계산하며 계산된, ,

값은 표준상태 조건으로 환산하여 나타낸다(STP, 0 , 1atm) .℃

혐기성 소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바이오가스 생성 속도

와 대상 폐기물의 분해율이다 식을 이용한. Modified Gempertz kinetic

분석을 통해 각 시료로부터의 메탄 생성속도를 평가하였다 미생물 성장.

과 그 물질대사에 기반을 둔 식은 미생물이 기질에Modified Gompertz

적응하고 메탄 발생이 시작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인 지체기를 고려하여

식 과 같이 표현된다 이를 이용하여 누적 메탄 발생량을 평가한 그3.4 .

래프를 도식화하면 그림 과 같다3-10 .

  ∙ exp exp
∙

  



 식( 3.4)



여기서, M0 잠재 최대 메탄발생량 실제 누적 메탄발생량, M : ,

Rm 최대 메탄 생성률:

 초기지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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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료별 원소분석 결과와 식 를 이용하여 이론적인 메탄발생량3.5

을 계산하였다 화학양론식은 시료가 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로만 분. , ,

해됨을 전제로 하였으며 세포 합성으로의 전환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메

탄발생량은 이론적 메탄발생량보다 적게 발생한다.

  
   

 →


   

  
   

  

식( 3.5)



생분해도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으나 지식경제부 본 연( , 2008)

구에서는 생분해도를 화학양론에 근거한 이론적 메탄발생량과 실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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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홍 등 생분해도 산출식은al., 1995; , 2010; Triolo et al., 2012).

식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3.6 .

  
 
   

×  식( 3.6)

추가적으로 종료 시점에서의 와 알칼리도를 측정하여 반BMP test pH

응의 안정성을 측정하였다.



퇴비화 장치는 그림 과 같이 규모의 반응조를 제작하3-11 Lab-scale

였으며 반응조는 아크릴로 제작하였다 내부 반응조는. 17 L (320 mm

이며 유효 용적은 로 제작하였× 130 mm × 130 mm × ) , 10.4 Lπ

다 공기공급량은 로서 에어펌프와 임펠러의 구멍들을 통해. 0.4 L/min ,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량계를 이용하여 유속을 조절하였,

다 자주 교반을 하게 되면 퇴비단 내부의 열량이 외기로 배출되어 온도.

가 낮아지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동 모터를 설치하여 하루에, 1-3

의 속력으로 하루에 시간씩 교반하였다 온도는 온도 센서를 설치rpm 1 .

하여 일 회 측정하였고 무게는 반응조 하단에 디지털 저울을 이용하1 1 ,

여 측정하였다 수분 유기물 함량 등은 일 회 채취하여 폐기물공. pH, , 1 1

정시험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는 원소분석을 통해 계산하였. C/N ratio

고 중금속 함량은 를 통해 등을, ICP-OES Ni, Cu, Zn, Cd, Pd, As, Cr

측정하였다 그림 은 퇴비화 장치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고 표. 3-11 ,

는 퇴비화 실험 조건과 모니터링 요소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3-5 .

퇴비화 실험에서 시료는 디스포저 분쇄오수로부터 회수된 고형물 및,

과 에 의하여 응집 처리된 고형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chitosan PAC

하였다 팽화제로는 톱밥을 사용하였다 표준음식물쓰레기와 톱밥은. . 5

을 혼합하였으며 그 부피는 각각 를 차지한다 그kg, 1.33kg 6.4 L, 4 L (

림 3-12).



0.4 L/min day・
1-3 rpm, 1 hour/day

Temp ( )℃

Weight

pH

Moisture content (%)

VS loss rate (%)

Organic matter (%)

C/N ratio

Heavy metal





각 응집제별로 와 응집제 주입량의 최적 조건을 찾기 위해pH 0.6 mm

의 체로



실험 결과 을 사용할 경우 주입량 에서 탁Chitosan , pH 6.0, 20 ppm

도제거율이 로 최대값을 보였고 를 사용할 경우에는97.5% , PAC pH 7.0,

주입량 에서 탁도제거율 로 최대값을 보였다 그림50 ppm 97.2% ( 4-1).

이는 해당 와 주입량 조건에서 제타전위가 최소가 될 수 있음을 알pH

수 있고 최적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후 실험에서는 응집제 주입량을, .

의 경우 의 경우 을 주입해야 됨을 알 수chitosan 20 ppm, PAC 50 ppm

있었다 추가적으로 여액의 조절을 하지 않았을 때. , pH pH 6.3 6.7–

의 값이 나오고 최적 일 때의 탁도제거율 값과 유의미한 차이를 가, pH

지지 않기 때문에 이후 실험에서 조절은 수행하지 않았다pH .

응집을 위한 최적 와 주입량을 찾는 과정에서 의 체를 사용pH 0.6 mm

하였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 응집을 요구하는 여액의 농도가 달라질 수. ,

있기 때문에 여액 농도에 따른 응집 영향을 살펴보았다. 2.0 mm, 1.0



의 체를 사용하여 고탁도 중탁도 저탁도의 여액을 제조하mm, 0.6 mm , ,

였고 해당 여액에 대해 과 를 사용하여 탁도제거율을 구하, chitosan PAC

였다 표 는 실험의 구체적인 조건을 나타낸다. 4-2 .

실험 결과 표 고탁도 중탁도 저탁도에서 의 경우( 4-3), , , chitosan

의 탁도제거율이 나왔고98.0 ± 0.5%, 97.2 ± 0.4%, 96.4 ± 0.5% ,

의 경우 의 탁도제거율PAC 99.5 ± 0.2%, 99.0 ± 0.3%, 98.8 ± 0.3%

이 나왔다 전체적으로 의 탁도제거율이 의 탁도제거율보다. PAC chitosan

높은 값이 측정되었다 하지만 여액 농도와 상관없이 두 응집제 모두. ,

해당 조건에서 높은 탁도 제거율을 보였고, t 결과 탁도 제거율에-test



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또한 의 잠재적( 4-3). PAC

인 독성을 고려한다면 이 조금 작은 탁도 제거 능력을 가지고chitosan

있더라도 응집제로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응집에서 침전속도는 공정 효율과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침

전 속도 양상을 미리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번 실험에서 침전이 되.

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최적 조건에서 침전 시

간을 살펴보았다 표 는 실험의 구체적인 조건을 나타낸다. 4-4 .

실험 결과 그림 두 응집제의 경우 모두 침전 초기 분 만에 급( 4-3), 5

격한 탁도 감소 현상을 보였다 의 경우 침전 시간 분 이후에는. PAC 10

잔류 탁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키토산의 경우 침전 시간. , 20

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보다 조금 더 긴 침전 시간을 보chitosan

였다 의 경우 침전 시간 분 지점에서 의 잔류 탁. Chitosan 40 29.0 NTU



도가 측정되었고 이 때의 탁도제거율은 이다 의 경우 침전, 97.4% . PAC

시간 분 지점에서 의 잔류 탁도가 측정되었고 이 때의 탁40 11.2 NTU ,

도제거율은 이다 결과에 따르면 를 사용할 때가 침전 시간이99.0% . PAC

조금 더 빨리 끝나지만 을 사용할 때도 침전 시간 분 지점에, chitosan 30

서 이상의 양호한 탁도제거율을 달성하였다 응집제 사용 시 비용95% .

측면에서는 가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PAC .

응집을 통한 고형물 회수율 향상 정도를 실험실 규모에서 살펴보았다.

체분리를 위해 의 체를 사용하였고 원심분리기는2.0, 1.0, 0.6 mm ,

의 조건에서 분간 작동시켰다 전체 실험 과정은1,213 rpm 30 . triplicate



로 진행되었다.

응집제로 응집 처리를 하였을 때를 먼저 살펴보면 응집 처chitosan ,

리하기 전에는 에서 각각2.0, 1.0, 0.6 mm 55.7 ± 1.9%, 64.8 ±

로 측정되었다 응집 처리 후에는 고2.1%, 68.7 ± 1.4% (by dry wt.) .

형물 회수율이 증가하여 에서 각각2.0, 1.0, 0.6 mm 65.1 ± 2.5%,

로 증가하였다 그림81.1 ± 2.1%, 83.2 ± 1.6% (by dry wt.) ( 4-4).

응집제로 응집 처리를 하였을 때를 살펴보면 응집 처리하기 전PAC ,

에는 에서 각각2.0, 1.0, 0.6 mm 55.8 ± 2.0%, 62.3 ± 2.2%, 68.2 ±

로 측정되었다 응집 처리 후에는 고형물 회수율이0.7% (by dry wt.) .

증가하여 에서 각각2.0, 1.0, 0.6 mm 68.0 ± 2.0%, 74.4 ± 2.5%,

로 증가하였다 그림79.3 ± 1.4% (by dry wt.) ( 4-5).

실험결과에 따르면 의 체를 사용했을 때 고형물 회수율, 1.0, 0.6 mm ,

은 을 사용할 때가 를 사용할 때보다 높았고 목표로 했던chitosan PAC ,

을 달성하였다 이전 실험 결과에서 탁도 제거율은80% (by dry wt.) . ,

가 높았지만 응결된 입자의 크기나 밀도 등의 이유로 전체 고형물PAC ,

회수율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예상된다.





메탄 발생량4.2.1.1

는 각각의 시료에 대해서 일 이상 진행되었다 메탄 발생BMP test 50 .

량의 결과는 그림 에 나타내었으며 모든 시료에 대하여 시간에 따른4-6

누적 메탄발생량의 추이는 공통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초기 일. 10

동안 지체기 과정을 거친 이후 일 동안 높은 발생속도를 유지하다가, 20

세팅일로부터 일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30 .

그림 과 같이 를 통해 발생한4-6 , BMP test Control, chitosan Treat,

의 누적메탄발생량은 각각PAC Treat 247.6 ± 10.9, 256.6 ± 14.3,

243.6 ± 로 나타났으며 메탄 발생량에서 거의 차이가 나16.8 mL/g-VS ,

지 않았다.



메탄 조성4.2.1.2

Control, chitosan Treat, PAC Treat

의 메탄 함량은 각각 50.5 ± 0.9, 51.5 ± 1.2, 53.3 ± 로 나타났으1.1%

며 메탄 발생량과 마찬가지로 메탄 함량에서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

다 또한 높은 메탄 조성을 확인함으로써 내부는 여전히. , serum bottle

혐기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칼리도 및 생분해도4.2.1.3 pH,

Control, chitosan

에서 각각 로 나타났다 높지 않은Treat, PAC Treat 51.1, 53.0, 50.3% .



생분해도 값이 나타난 이유는 기질을 최적 양보다 많이 주입하여 S/I

가 로 높은 값을 가졌기 때문으ratio (Substrate / Inoculum ratio) 3.45

로 판단된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의 값은 사이의 값. S/I ratio 0.5 1–

이 적절하다.

또한 표 에서 및 알칼리도의 값이 공통적으로 약 와, 4-6 pH 7.5

정도가 나왔는데 이를 통해 내부가 혐기 조건이 유1,500 serum bottle

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주입된 응집제는 영양배지에 의해 희석되었기 때문에 실, ,

제보다 소량 투입하였을 때 회수된 고형물의 에 큰 영향Biodegradation

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응집 과정을 거친 음식물. ,

쓰레기 이외에 다른 유기물을 함께 기질로 투입하여 응집제 농도가 낮아

질 수 있는 중앙집중식 혐기소화조일 경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응집제에 의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온도4.3.1.1

그림 은 퇴비화 반응기간 동안 측정된 반응기내의 온도 변화를 나4-8

타낸 것이다 퇴비의 온도는 가지 시료에 대해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 3

다 급격한 온도의 상승은 퇴비화 반응에 참여하는 미생물의 증식과 활.

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통적으로 세팅 초기 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호기성 퇴비, 21 22– ℃

화 반응 일차에 에 도달하였다 일차 이후 반응열의 발3 4 42 44 . 4– – ℃

생이 감소하였고 반응 후반부에 외부 온도인 에 도달하여 일정한, 35℃

온도가 유지되었다 반응 초기 지질 당 헤미셀룰로오스 등의 유기물의. , ,

분해로 인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유기물의 조기 분해가 끝난 후,

에는 반응이 종료되어 온도가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무게4.3.1.2

그림 는 퇴비화 반응기간 동안 측정된 무게 변화를 나타낸다 유4-9 .

기물의 분해와 수분 증발 및 응축수 배출 등으로 무게 감량 현상이 발생

하였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Control, chitosan Treat, PAC Treat

각각의 경우 의 무게감량률을 보였다 퇴비의 감34.2%, 28.6%, 27.2% .

량 현상은 퇴비화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온도 상승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온도가 저하되는 시점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였,

다 무게 감량률로 봤을 때 미생물에 의한 반응은 까지 활발하게. , 96 hr

나타났으며 반응 후반부에는 수분이 무게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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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함량4.3.1.3

퇴비화의 수분 함량은 처리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공간부피 공기공급,

량 온도변화 등의 물리적 환경요인에 따라 다르며 수분함량은 미생물의,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이다.

그림 은 퇴비화 반응기간 동안 측정된 반응기내의 퇴비의 수분4-10

함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지 시료가 공통적으로 수분 함량이. 3

에서 로 감소하였다 이는 입자가 적절한 통기 공극65 68% 35 40% .– –

을 갖게 되어 수분 감소와 유기물의 분해 현상이 크게 나타났고 이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수분제거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 3

지 시료 공통적으로 퇴비화 종결 후 수분 함량은 부숙 유기질 비료의,

수분함량 이하를 만족하였다 농촌진흥청 고시 제 호55% ( 2014-13 )



4.3.1.4 pH

그림 은 반응기간 중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퇴비화가 진행되4-11 pH

는 동안 초기 가 이었으나 반응 시작 일 동안 급격히 상pH 5.2 5.3 , 3–

승하여 가 중성 범위를 넘어 로 증가하였다 이는 단백질pH 8.0 8.31 .–

이 가수분해되고 아미노산으로부터 암모니아가 방출되면서 는 다시pH

상승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후에 세균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 ,

서 생성된 유기산에 의해 정도로 가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7.5 7.7 pH–

내었다 (De Bertoldi et al., 1985; Miller, 1993).



4.3.1.5 VS

단순 수분 증발에 의한 감량이 아닌 호기성 퇴비화의 진행 여부를 파

악하기 위하여 퇴비화 반응 전과 후 퇴비의 함량을 분석하였다VS . VS

는 의 경우 에서 로 증가(%, by wet wt.) Control 29.5% 34.5% , chi-

의 경우 에서 로 증가 의 경우tosan Treat 28.1% 31.8% , PAC Treat

에서28.6% 30.9%로 증가하였다 이것을 로 살펴보면. VS (kg)

의 경우 에서 로 감소 의 경우Control 1.42 kg 1.09 kg , chitosan Treat

에서 로 감소 의 경우 에서1.35 kg 1.09 kg , PAC Treat 1.37 kg 1.10

로 감소하였다kg (PAC Treat) .

표 과 같이 감소율을 계산한 결과 감소율은4-7 VS VS Control, chi-

각각 로 나타났으며tosan Treat, PAC Treat 23.0%, 19.2%, 20.1% ,

총량은 줄어드나 함량이 늘어나는 것은 퇴비 내 함수율의 증가VS VS

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림 는 각 시료의 함량을 나타낸 그림. 4-12 VS

이다.

함량의 변화는 미생물 반응이 활성화되는 일차에 가장 크게VS 3 5–

나타났으며 반응 후반기에는 함량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 VS

을 확인하였다 가지 시료 공통적으로 반응 후반기에 분해가 나타. 3 VS

나지 않은 원인은 퇴비화가 완료되었거나 수분 함량 등이, , C/N ratio

호기성 퇴비화 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반응 초기 암모니아가 축적되면서,

유기성 분해에 저해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는 각각의 시료에 대해 수분 전체의 무4-13, 4-14, 4-15 , VS,

게 변화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미생물 반응이 활성화되어 온도가 증가하.

는 일차에 수분 무게감량률과 무게감량률이 급격히 증가하며3 5 VS ,–

반응 후반기에는 수분 무게만 감소하고 무게는 반응이 끝나서 일정, VS

하게 유지되었다 의 무게 감량률. Control, chitosan Treat, PAC Treat

을 살펴본 결과 응집제 처리 여부에 상관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





유기물 분해 반응이 종료되는 지점까지의 퇴비화 모니터링 요소들 온(

도 무게 수분 함량 등 을 분석한 결과 분해율은 전, , , pH, VS ) , VS 20%

후로 다소 낮았지만 응집제를 투여한 시료와 시료의 값과 변화, Control

추이가 비슷하였고 이를 통해 이를 통해 응집제는 퇴비화 과정에서 크,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생성된 부산물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비료공정

규격 및 지정에 준하여 비료성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표( 4-8).

Analysis items (unit) standard Control
Chitosan

treat

PAC

treat

Standard Organic
matter (%) * 30≥ 70.3 66.8 66.2

Hazard-
ous

ingredi-
ents

As (mg/kg) * 45≤ 0.030 0.025 0.028

Cd (mg/kg) * 5≤ 0.0090 0.0060 0.0063

Hg (mg/kg)
* 2≤ ND ND ND

Pb (mg/kg) * 130≤ 0.011 0.0093 ND

Cr (mg/kg) * 200≤ 0.0058 0.0078 0.0070

Cu (mg/kg) * 360≤ 0.048 0.030 0.035

Ni (mg/kg) * 45≤ 0.065 0.058 0.068

Zn (mg/kg) * 900≤ 0.83 0.75 0.88

ETC.

C/N ratio 45≤ 27.9 31.2 29.7

Salinity (%)
* 2.0≤ 1.75 1.69 1.78

Moisture (%)
** 55≤ 34.5 37.6 40.5

표 4-8 퇴비 품질 평가 기준 및 실험 결과 (RDA, 2014)

*: dry weight ; **: wet weight



생성된 부산물에 대해 염도 수분 유기물 함량 중금속 함C/N ratio, , , ,

량 등의 퇴비 품질 기준을 살펴본 결과 응집제를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회수된 고형물의 호기성 퇴비화할 경우 퇴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험 결과에 따르면 유기물의 분해는 전후로 향후. , 20% ,

유기물의 생분해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조건의 개선 및 부숙토 첨가 등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염도 수분 유기물 함량 중금속 함량 등에서 퇴비 품질 기C/N ratio, , , ,

준에 적합하였다 향후 회수된 고형물의 적절한 호기성 퇴비화 조건을.

찾기 위해 환경조건의 개선 및 부숙토 첨가 등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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