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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By analyzing seed germination indexes of cabbage and radish,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toxicity of food waste 
compost, which is produced by fermentation-extinction technology with bio wood chips. In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seed 
germination index of food waste compost for cabbage and radish was shown in the range of a minimum 104 and maximum 170. 
It was satisfied with the over 70 criteria in the level of the Korea fertilizer process specification. Consequently, the food waste 
compost from fermentation-extinction reaction with bio wood chips was evaluated by the appropriate compost maturity for the 
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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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발효-소멸 기술을 통해 생산한 음식물 퇴비의 독성여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와 얼갈이 배추 종자

를 대상으로 발아지수 분석을 통해 퇴비 독성을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음식물 퇴비의 발아지수는 무, 배추 종자 모두 최소 

104, 최대 170으로서 비료 공정규격에서 정한 기준이 70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발효-소멸기술에 의한 음식물 퇴비

가 퇴비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부숙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발효-소멸, 음식물쓰레기, 부숙도, 발아지수

1. 서 론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약13,209톤/일로서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27%에 달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1) 이에 정부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등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정책

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특유의 국물 위주 음식문화

에 기인한 발생량을 단기간에 줄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발
생량 감소정책과 더불어 이를 자원화하는 기술 개발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는 특히 수분

함량이 높고 쉽게 부패하여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소각이

나 매립을 통한 처리방식은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환경적 영향이 비교적 적은 재활용방법이 대안으

로 검토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가축사료 또는 퇴비사용2)을 들 수 있는데, 사료

의 경우에는 신선한 재료에 한해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부패 가능성이 높은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퇴비화 하는 것

이 현실적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조, 탈수, 액상분해, 발효소멸 기술3~5)등 음

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다양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

는데, 퇴비화에 필요한 기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을 통해 

생산된 퇴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되어

야 할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염분함량과 발

효정도6,7)를 들 수 있는데, 염분함량의 경우, 비료공정규격 

상의 기준 적용을 통해 기준 농도 이하로 퇴비를 제조토록 

관리하고 있으나 발효정도에 대해서는 퇴비종류나 구성성

분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일규정을 통해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은 미숙퇴비 사용시 심

각한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퇴비종류별로 적정 부숙

기간8)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음식물쓰레기 원재료를 대상으로 

자연부숙에 소요되는 기간9,10)이나 부숙 환경 조성,11,12) 퇴
비의 물리화학적 성상13,14) 등에 대한 내용 위주로써 실제 

식물을 대상으로 한 독성여부나 생장특성을 분석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최근 처리기술의 발달로 거의 완제품 수

준의 퇴비 생산이 가능한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부숙과정을 

거친 완성단계의 퇴비를 대상으로 한 독성분석을 통해 퇴

비의 안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나 이 역시도 부족한 편

으로 퇴비의 이․화학적 특성을 위주로 한 분석과는 별로

도 실제 식물을 대상으로 한 독성검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발효-소멸기술3)을 적용해 생산된 완성단계

의 음식물쓰레기 부숙퇴비를 대상으로 발아 실험을 통해 

퇴비 부숙도를 시험해보고자 하였다. 식물 종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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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발아실험15)은 미숙퇴비 중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독

성물질에 의한 피해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종자 발

아율과 뿌리생장률을 통해 독성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2. 시험재료 및 방법

2.1. 시험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퇴비는 서울 소재 모 아파트단지에 설

치한 음식물 발효-소멸 장치에서 생산된 음식물 퇴비를 이

용하였다. 해당 장치는 목질바이오칩과 음식물쓰레기를 퇴

비생산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된 발효소멸장치로서 2007년 

특허를 받은 기술을 적용하여 습도 30~70%, 온도 30~35℃ 

조건에서 혼합하여 발효․소멸시키는 기술을 적용한 장치

로서 장치 내에서 충분한 발효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

의 부숙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퇴비3)이다. 기타 비교실

험을 위해 가축분 퇴비를 추가로 사용하였으며, 시판 중인 

제품 중 (주)녹색비료의 가축분 퇴비 제품 ‘대풍이’를 선택

하였다. 
발아실험에 사용한 식물종자는 대표적인 근채류와 엽채

류인 무와 얼갈이 배추 종자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유형별로 

각각 100개씩의 씨앗을 선별하여 파종하였다.
퇴비유형과 퇴비 사용량에 따른 발아율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able 1. Experimental Cases에서 보는바와 같이 (a)~ 
(e)까지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
험유형은 육묘상자에 퇴비를 추가하지 않고 일반상토 500 g
만 채운 무처리군, 일반상토 500 g에 음식물 퇴비를 추가한 

음식물퇴비 처리군, 일반상토 500 g에 가축분 퇴비를 추가한 

가축분퇴비 처리군 등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고, 퇴비사용량

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음식물 퇴비와 가축분 퇴비 

사용량은 10 g, 20 g의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였다. 
퇴비 사용량은 농업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시비처방 기

준16) 상 음식물 퇴비와 유사한 성분인 퇴구비의 시비량으

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기준에서는 노지지배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게가 아니라 평면면적을 기준으로 시비량을 

Table 1. Experimental cases

Types
Amount of com-
post per nursery 
box soil 500 g

Number of sowed seeds

(a) Control -
White radish seeds 100

Chinese cabbage seeds 100

(b) Livestock 
manure (10 g)

10 g
White radish seeds 100

Chinese cabbage seeds 100

(c) Livestock 
manure (20 g)

20 g
White radish seeds 100

Chinese cabbage seeds 100

(d) Food waste 
compost (10 g)

10 g
White radish seeds 100

Chinese cabbage seeds 100

(e) Food waste 
compost (20 g)

20 g
White radish seeds 100

Chinese cabbage seeds 100

제시한 것이나 정확한 실험을 위해 해당 기준에서 제시한 

산출식과 유사 연구사례17)를 참고로 이를 무게로 환산하여 

시비량을 결정하였다. 일반토양 1 kg 기준으로 퇴비 20 g
을 적정량으로 제시한 해당 기준을 근거로 토양 500 g 기준

으로 적정 퇴비량인 10 g을 기준 사용량으로 설정하였고, 퇴
비사용량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준 사용량의 2배
인 20 g의 경우도 추가하였다.

식재된 육묘상자는 반그늘상태에 배치하고, 2014년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 생육하고 마지막날 발아식

물을 채취하여, 각 유형별로 발아개체수와 무게, 뿌리길이

를 측정하였다.

2.2. 분석방법

퇴비의 유해성 평가는 미숙퇴비로 인한 퇴비독성 평가가 

주를 이루는데, 미숙퇴비는 식물종자의 발아와 식물생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퇴비의 부숙도

는 식물의 생장과 종자발아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적 유해

성과도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퇴비의 품질 향상 및 안전한 

사용에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19~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음식물 퇴비를 대상으로 해당 퇴비

가 식물발아 및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

며, 평가도구로는 기본적인 생장특성 확인을 위해 발아율, 
평균무게, 평균 뿌리길이 등을 측정하였고, 부숙도는 퇴비

부숙도 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발아지수(germination index)
를 사용하였다. 발아지수는 식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

물종자의 발아정도와 초기 생육상태를 이용해 계산하는 산

식으로서 발아율과 뿌리생장률을 곱한 값(%)으로 계산된

다. 지수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비료 공정규격상 7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22,23)

Germination rate = (발아율 / control 발아율) × 100

Relative = (뿌리길이 / control 뿌리길이) × 100

Germination index = Germination rate × Relative / 100 (1)

3. 결과 및 고찰

3.1. 퇴비유형별 발아개체수 및 생육 특성

파종 이후 7일째 5개 실험유형별로 무와 배추의 발아개

체수, 평균무게, 평균뿌리길이를 측정하였다. 발아개체수는 

실험유형별로 파종한 100개의 종자 중 발아한 개체의 개

수, 평균무게는 각 유형별로 총무게를 발아개체수로 나누

어 계산하였으며, 평균 뿌리길이는 발아개체의 뿌리길이를 

모두 측정한 후 합산한 다음 발아개체수로 나누어 산출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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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Yield of white radish.

Fig. 2. Yield of Chinese cabbage. 

Table 2. The experimental results of seed germination by using 
food waste compost and livestock manure

Types

No. of 
germination (ea)

Average 
weight (mg)

Average root 
length (mm)

White 
radish 

Chinese 
cabbage

White 
radish 

Chinese 
cabbage

White 
radish 

Chinese 
cabbage

(a) Control 70 69 200 101 39.7 45.3

(b) Livestock 
manure (10 g)

42 31 167 65 25.7 27.5

(c) Livestock 
manure (20 g)

33 64 152 94 19.7 20.4

(d) Food waste 
compost (10 g)

80 98 200 133 45.3 54.2

(e) Food waste 
compost (20 g)

82 92 220 109 53.2 35.5

그 결과, Fig. 1, 2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아개체

수는 무, 배추 종자 모두 대조군이 전체 파종량의 약 70%가 

발아한 것에 반해 음식물 퇴비((d), (e))는 80~98%까지 높

은 발아율을 보였고, 가축분 퇴비((b), (c))는 31~64%로 퇴

비종류간의 발아율 차이가 컸다. 평균 무게 및 뿌리길이 등 

생장상태 측면에서도 실험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우선 

평균무게의 경우, 무 종자는 대조군 평균 200 mg, 음식물 

퇴비((d), (e)) 200~220 mg인 것에 반해 가축분 퇴비((b), 
(c))는 152~167 mg 수준이었고, 배추 종자는 대조군 평균 

101 mg, 음식물 퇴비((d), (e)) 109~133 mg, 가축분 퇴비

((b), (c)) 65~94 mg으로 무 종자와 마찬가지로 음식물 퇴

비의 평균무게가 가장 무거웠다. 다음으로 평균 뿌리길이의 

경우, 무 종자는 대조군 평균 39.7 mm, 음식물 퇴비((d), 
(e)) 45.3~53.2 mm, 가축분 퇴비((b), (c)) 19.7~25.7 mm 수
준이었고, 배추 종자는 대조군 평균 45.3 mm, 음식물 퇴비

((d), (e)) 35.5~54.2 mm, 가축분 퇴비((b), (c)) 20.4~27.5 mm
으로 무 종자와 마찬가지로 음식물 퇴비 사용시의 평균 뿌

리길이가 가장 길었고, 가축분 퇴비의 경우, 그 생육정도가 

좋지 않은 편이었다. 이와 같이 무, 배추 종자 모두 음식물 

퇴비를 사용한 경우가 대조군이나 가축분 퇴비에 비해 발

아정도와 개체 생육상태가 훨씬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종자유형별로는 무 종자의 경우에는 (e) 음식물 퇴비 

20 g을 사용한 경우에 발아개체수, 평균무게, 평균뿌리길이 

모두 가장 우수했고, 배추 종자의 경우에는 (d) 음식물 퇴

비 10 g을 사용한 경우에서 발아 및 생육상태가 가장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의 결과에서 음식물 퇴비가 그 사용량에 상관없

이 모두 가축분 퇴비에 비해 발아율과 생육상태면에서 모

두 현저히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두 퇴비간의 성능 

차이에 기인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본 

실험에 사용한 가축분 퇴비가 충분한 부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물종별로 음식물 퇴비 사

용량에 따라 발아율과 생육상태 모두 상이한 결과에 보

였는데, 엽채류인 배추에 비해 비교적 양분 요구도가 높

은 근채류인 무 종자의 특성24)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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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퇴비유형별 발아지수

앞서 측정한 발아개체수 및 생육특성자료를 이용하여 무

와 배추 종자의 발아율, 뿌리지수, 발아지수를 계산하면 

Table 3과 같다. 발아율(germination rate, %)은 무 종자의 

경우에는 음식물 퇴비군((d), (e)) 모두 대조군을 기준으로 

114%, 117%의 발아율을 보였고 배추 종자의 경우, 각각 

142%, 133%로 모두 양호한 발아율을 보였다. 뿌리지수

(relative)의 경우에는 무 종자의 경우, 음식물 퇴비군((d), (e)) 
모두 대조군 대비 114%, 134%로 모두 양호한 값을 보인 

반면, 배추 종자의 경우에는 각각 120%, 78%로 음식물 퇴

비 20 g을 사용한 경우에 비교적 낮은 값을 보였다. 마지막

으로 발아율과 뿌리지수를 곱한 값인 발아지수(germination 
index)의 경우, 앞서 정리한 값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무 

종자의 경우, 음식물 퇴비군((d),(e))의 값은 131, 157로 나

타났고, 배추 종자의 경우, 각각 170, 104로 나타나 비료 

공정규격에서 정한 기준인 70을 월등히 상회하는 값을 보

여 퇴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부숙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The result of germination index by Compost type

Types

Germination 
rate (%)

Relative (%)
Germination 

index (%)

White 
radish 

Chinese 
cabbage

White 
radish 

Chinese 
cabbage

White 
radish 

Chinese 
cabbage

(a) Control - - - - - -

(b) Livestock 
manure (10 g)

60 45 65 61 39 27

(c) Livestock 
manure (20 g)

47 93 50 45 23 42

(d) Food waste 
compost (10 g)

114 142 114 120 131 170

(e) Food waste 
compost (20 g)

117 133 134 78 157 104

기타 일반퇴비와의 비교를 위해 실험유형에 포함시킨 가

축분 퇴비군((b), (c))의 경우, 무와 배추 종자 모두 70 미만

의 값을 보여, 비료 공정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해당 퇴비를 구입 후 

별도의 부숙과정 없이 바로 사용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사

료된다. 음식물 퇴비의 사용량과 관련해서는 앞서 정리한 

생육특성과 마찬가지로 근채류인 무 종자는 20 g 사용시, 
엽채류는 10 g 사용시에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4. 결 론

종래 음식물 퇴비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로서 퇴비의 이·
화학적 특성 위주의 분석을 통해 독성여부를 분석하는 것

이 대부분으로 본 연구와 같이 실제 작물을 대상으로 발아

실험을 실시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실제 생육환

경과 비슷한 조건 하에서 진행된 발아실험을 통해 실질적

인 퇴비독성과 초기 식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퇴비 사용량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실험결과, 일반상토 500 g 기준으로 음식물 퇴비 10 g 사용

시 생육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토양 1 kg 
기준시 적정 퇴비사용량을 20 g을 제시한 농진청 국립농업

과학원의 시비처방 기준16)과 유사한 것으로 퇴구비의 사용

법에 준해 사용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

는 시비량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음식물 퇴비 사용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작물 유형별 실험을 통해 보다 구체

적인 적정 시비량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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