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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NOTE

가축분뇨로부터 struvite 결정화에 의한 질소 (N), 인 (P) 회수 및 
자원화 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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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Livestock Excr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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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feasibility of recovering and recycling nitrogen (N) and phosphorus (P) from livestock excreta as 
struvite (MgNH4PO4·6H2O) in South Korea. Our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struvite precipitation was a very effective 
way to recover N and P from livestock excreta. Moreover, our study demonstrated that struvite precipitates from livestock 
excreta (SPL) contain higher concentrations of N, P, and magnesium (Mg) as compared to compost and liquid manure from 
livestock excreta. In addition, although SPL contain high concentrations of copper (Cu) and zinc (Zn), they meet the fertilizer 
criteria for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In South Korea, SPL cannot currently be used as a fertilizer due to legal 
constraints. Legal permission for SPL use would offer greater choice in livestock excreta management. In conclusion, recovery 
and recycling of N and P from livestock excreta as struvite can be an effective tool for managing nutrients in livestock excr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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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가축분뇨는 일반적으로 분과 뇨가 분리 될 경우 뇨

와 오수는 일반적인 정화방법 (물리, 화학, 생물학적 

처리)으로 처리하고 분은 수분을 조절한 후 부산물 비

료 또는 퇴비로 자원화 되어 토양에 환원된다. 슬러리 

돈사나 분뇨가 혼합되어 배출될 경우에는 저장 액비

화 방법에 의해 액비탱크에서 일정기간 부숙 시킨 후 

토양에 살포하거나 고액분리 장치 등으로 분뇨를 정

화처리 하거나 자원화 한다. 주된 정화처리인 생물학

적 처리는 축산폐수에 함유된 고농도 암모니아 독성

에 의한 아질산염 축적 및 질산화 저해 등으로 인한 낮

은 질소 제거 효율이 문제가 되고 있고(An et al., 

2007; Ryu and Lee, 2010; Wang et al., 2015) 이러한 

요인은 가축분뇨를 정화처리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

는 여기에 포함된 고농도 질소와 인을 비료로서 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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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서 

작용해 왔다. 2014 환경백서에 따르면 가축분뇨 발생

량의 89%가 자원화시설에서 퇴비 액비로 자원화 되

고 있는 실정이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5). 농

림축산식품부의 2013년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

책”에서도 고품질 퇴비, 액비 생산체계 구축 및 액비 

수요처 확대 등을 위해 2017년까지 투자를 늘릴 계획

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를 토대로 가축

분뇨를 양질의 퇴비, 액비로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포럼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축분뇨로부터 얻은 퇴비, 액비를 부산물 

비료로 자원화 하는 현 가축분뇨 정책은 자원화라는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 이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Puckett, 1995; Ferretti and Calesso, 2011; Dupas et 

al., 2015) 기능적인 측면에서 비료로서의 품질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편, 가축분뇨 퇴비, 액

비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법”)에서 환경

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 (가축분뇨실태조사) 할 수 있

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자원으

로서의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대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안으로 가축분뇨에 함유된 질소 (N)와 인 

(P)을 struvite (MgNH4PO4 6H2O) 형태로 회수하여 

자원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Struvite는 

Mg2+, NH4
+ 그리고 PO4

3-가 몰비로 1:1:1로 결합한 

결정체로 guanite 또는 Magnesium Ammonium 

Phosphate (MAP) 라고도 불리어 진다. 적정 조건에

서 Mg2+, NH4
+ 그리고 PO4

3-가 1:1:1 몰비로 아래와 

같이 반응하여 struvite 결정을 형성하게 된다 

(Buchanan et al., 1994). 

Mg2+ + NH4
+ + PO4

3- + 6H2O 

    MgNH4PO4 6H2O (1) 

결정화 반응에 의해 형성된 struvite는 비중이 물보

다 무겁기 때문에 (비중: 1.7) 용액 중에서 고액분리가 

빠르게 일어나고 침전물을 건조시켰을 때는 흰색 또

는 연미색 (yellowish or brownish-white)을 띈다. 또

한 알칼리에서는 용해성이 낮고 산성에서는 비교적 

용해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Wikipedia, 2016, 

https://en.wikipedia.org/wiki/struvite). 

여러 선행 연구결과에서 비료로서 struvite의 효용

성이 탁월하다고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aterell 

et al., 2000; Yetilmezsoy and Sapci-Zengin, 2009; 

Cerrillo et al., 2015; Ryu and Lee, 2016), 우리나라에

서는 아직까지 법적 요인 및 인식 등의 부족으로 

struvite가 자원화 방안으로 검토되거나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축분뇨로부터 회수한 

struvite의 자원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분

석은 struvite의 제도권 진입 및 상업화에 중요한 역할

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축분뇨로부터 회수한 struvite 침

전물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 검토함

으로써 우리나라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 및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축분뇨

의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축산폐수로부터 struvite 침전물 회수

가축분뇨로부터 회수한 struvite가 자원화물로써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축산폐수에 함유된 질소

와 인을 struvite 형태로 회수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축

산폐수는 충청북도 C시 N면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돈분 폐수를 사용하였다. 축산

폐수의 성상은 Table 1과 같고 암모니아성 질소 

(NH4-N) 및 정인산염 (PO4-P) 농도가 각각 845 및 31 

mg/L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폐수에 함유된 N과 P를 struvite 형태로 회수하

기 위하여 사용된 Mg 및 P원은 각각 MgCl2 6H2O 

및 K2HPO4로 이들 시약을 증류수에 용해시켜 사용하

였다. 이때 Mg 및 P 농도는 각각 70 g Mg/L 및 50 g 

P/L 였다. Struvite 결정화 반응 시 Mg 및 P 주입량은 

Mg:N:P의 몰비가 1:1:1이 되도록 주입하였으며, 이때 

NH4-N 회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Kim et al.(2007)

이 제안한 바와 같이 Mg 및 P원을 동시에 주입한 후 

최종 pH를 9로 조절하였다. 결정화 반응 시 교반강도

는 250 rpm, 반응시간은 5분으로 하였다. 결정화 반응

이 끝난 후 침전된 struvite는  7일 동안 상온의 햇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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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SS (mg/L) 4160

TCOD (mg/L) 5139

TKN (mg/L) 1036

NH4-N (mg/L) 845

T-P (mg/L) 159

PO4-P (mg/L) 31

pH 7.9

Table 1. Characteristics of raw swine wastewater

비치지 않는 응달에서 완전 건조시켜 분말상태로 만

든 후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2.2. 분석 방법

struvite를 회수하기 위한 실험에 사용된 축산폐수

의 성상 (SS, TCOD, TKN, PO4-P)은 Standard 

Method (APHA, 2005)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NH4-N 

및 T-P는 Hach manual에 따라 DR4000 흡광광도계 

(Hach Company, USA)로 분석하였다. 

가축분뇨로부터 회수한 struvite 침전물 내에 함유된 

영양염류의 농도는 EDS (Energy Dispersive Analysis 

of X-rays; Jeol, JED-2300)로 분석하였다. struvite에 

함유된 중금속 분석을 위한 전처리는 산 소화법 

(acidic digestion)을 따랐으며, 전처리 후 Standard 

Method (APHA, 2005) 방법에 따라 ICP-AES (Perkin 

Elmer, Optima 8300) 장비를 사용하여 중금속 분석을 

수행하였다. 

축산폐수로부터 회수한 struvite 침전물이 struvite 

결정체인지 확인을 위해서 XRD (X-ray diffraction; 

Scintag, Scintag 2000 system)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struvite 결정 형태는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Leica, Stereosacan 440)에 의해 분석되

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축산폐수로부터 struvite 형태로 질소 (N) 및 인 

(P) 회수율 분석

struvite의 물리, 화학적 특징으로 인해 고농도 질소 

(NH4-N) 및 인 (PO4-P)을 함유한 폐수로부터 이를 

struvite 형태로 회수하여 비료로서 자원화 하는 방안

에 관한 연구가 그동안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가축

분뇨의 경우 N 및 P가 폐수 내에 고농도로 존재하고 

중금속 및 유기화합물 형태의 독성물질 또한 비교적 

적게 함유하고 있어 struvite 형태로 N, P를 회수하여 

이를 비료로서 재활용하는 방안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축분뇨로부터 struvite 형태로 N, P를 회수하

는 방안은 고체 형태인 우분 등에는 적용하기는 어렵

고 질소와 인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축산폐수 혹은 가

축분뇨의 혐기성 소화 시 발생하는 소화 여액 

(anaerobic supernatant) 등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여기에는 NH4-N 및 PO4-P가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외부에서 Mg을 주입한 후 적정 조건을 유지하여 

주면 결정화 반응에 의해 struvite가 형성되어 침전하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축산폐수를 이용하여 struvite 결정

화 반응에 의해 축산폐수에 함유된 NH4-N 및 PO4-P 

회수율을 분석한 결과 각각 약 81 및 92%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Table 2에 정리된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

해 보면 연구자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

기는 하나 struvite 결정화 반응 시 NH4-N 회수율 범

위는 70 92%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PO4-P는 69

98% 범위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NH4-N 및 PO4-P 회수율이 타 연구결과의 회

수율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축산페

수에는 비교적 높은 농도의 NH4-N 및 PO4-P 농도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struvite 결정화 방법을 통해 이

를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면 유가자원의 활용측

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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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stock excreta Mg source Amount of the chemicals
Recovery (%)

References
NH4-N PO4-P

Swine wastewater

MgCl2 Mg:P=1.6:1 NIa 91 Burns et al. (2001)

MgCl2 6H2O Mg:N:P=1:1:1 92 93 Ryu and Lee (2010)

MgCl2 Mg:P=1:1 NI 93 Liu et al. (2011)

MgCl2 Mg:P=1:1 NI 93 Rahman et al. (2011)

MgCl2 6H2O Mg:N:P=1:1.2:1 87 69 Zhang et al. (2012)

MgO-saponification 
wastewater

Mg:N:P=1:1:1 93 96 Huang et al. (2014a)

Bittern Mg:P=1.2:1 NI 98 Huang et al. (2014b)

Anaerobic 
effluent

Swine lagoon liquid MgCl2 6H2O Mg:P=1.2:1 NI 85 Nelson et al. (2003)

Dairy manure MgCl2 6H2O Mg:NH4
+=1.3:1 90 NI

Uludag-Demirer et al. 
(2005)

Swine waste MgCl2 6H2O Mg:NH4
+:PO4

3-=1:1:1 70 97 Perera et al. (2007)

Poultry manure MgCl2 6H2O Mg:NH4-N:PO4-P=1:1:1 85 NI
Yetilmezsoy and Sapci

-Zengin (2009) 

Swine waste MgCl2 6H2O Mg:NH4
+:PO4

3-=1.2:1:1.2 71 97 Perera et al. (2009)

Swine manure MgCl2 Mg:P=1.6:1 NI 80 Jordaan et al. (2010)

aNot Investigated

Table 2. Recovery of NH4-N and PO4-P by struvite precipitation from livestock excreta

3.2. 축산폐수로부터 회수한 struvite 침전물의 영양염류 

분석을 통한 비료로서의 타당성 검토

축산폐수로부터 회수한 struvite 침전물이 struvite 

결정체인지 확인을 위한 XRD 분석 결과는 Fig. 1과 

같다. XRD 데이터베이스 상에 나타난 struvite 결정체

의 피크 (peak) 위치 및 강도가 본 연구에서 회수한 

struvite 침전물의 주요 피크의 위치 및 강도와 일치하

는 것으로 나타나 회수된 침전물이 struvite 결정인 것

을 확인하였다. struvite 침전물의 SEM 분석결과는 

Fig. 2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최대 약 25 μm 크기의 결

정물인 것으로 관찰 되었다.

struvite 침전물에 함유된 영양염류 함량을 EDS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N, P, Mg 함량

은 각각 약 15, 16 및 10%인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 

이외에도 K, C 및 O가 약 2, 26 및 31%인 것으로 나타

나 탄소가 상당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truvite 침전물에 N, P, Mg 이외에 K 및 C 등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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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XRD diffractograms of the precipitated matters.

원소가 검출된 원인은 K의 경우 struvite 결정화 반

응 시 주입한 P원으로 K2HPO4를 사용했기 때문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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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photo of struvite precipitates (×7000).

Nutrients (%)

N P Mg K C O

Our experiments 14.8 15.6 10.2 2.0 26.0 31.4

Nelson et al. (2003) 5.7 12.6 9.9 NIa NI NI

Liu et al. (2011) 15.2 19.3 NI NI NI NI

Cerrillo et al. (2015) 3.0 6.6 NI NI NI NI
aNot Investigated

Table 3. Concentrations of nutrients in struvite precipitate

으로 판단되며, C는 결정화 과정에서 Mg에 의한 유기

물이 응집 침전되어 struvite 결정체에 포함되었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문헌 조사 결과 가축분뇨

로부터 회수된 struvite 침전물에서의 영양염류 분석

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연

구의 경우 N, P, Mg 분석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 참조).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struvite 침전

물 내의 N, P 함량은 Liu et al.(2011)의 연구결과와 비

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문헌에서 기 보고된 가축분뇨 퇴비, 

액비 내에 함유된 N, P 함량을 비교해 보는 것은 비료

로서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struvite를 평가하는데 의

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의 문헌에 보고된 

가축분뇨 퇴비, 액비 내에 포함된 N 및 P 함량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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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tilizer
Nutrient concentration (%)

References
T-N P2O5 CaO MgO K2O

Solid manure (cattle)
0.7-0.8 NIa NI NI NI Lim et al. (2006)

0.42-0.81 NI NI NI NI Bernal et al. (2009)

Solid manure (pig)

0.7-1.0 NI NI NI NI Lim et al. (2006)

0.51 0.12 0.17 0.06 0.41 Choi et al. (2008)

0.35-1.1 NI NI NI NI Bernal et al. (2009)

Solid manure (poultry) 1-5.8 NI NI NI NI Bernal et al. (2009)

Solid manure 0.92 0.36 0.46 0.15 0.35 Kim et al. (2011)

Liquid manure (pig)

0.053 0.022 NI NI NI Kim et al. (2004)

0.3-0.4 NI NI NI NI Lim et al. (2006)

0.06-0.78 NI NI NI NI Bernal et al. (2009)

0.130-0.990 0.001-0.112 0.004-0.834 0.001-0.668 0.01-0.387 Kwon et al. (2010)

0.29 0.08 0.079 0.027 0.108 Lee et al. (2011)

Liquid manure (cattle) 0.2-0.7 NI NI NI NI Bernal et al. (2009)

Liquid manure (poultry) 0.2-2.1 NI NI NI NI Bernal et al. (2009)

SCBb liquid fertilizer

0.86 0.16 NI NI 2.12 Park et al. (2012)

0.102 0.028 NI NI 0.205 Lim et al. (2008)

0.24 0.02 0.03 0.003 0.22 Kim et al. (2011)
aNot Investigated
bSlurry composting biofiltration

Table 4. Compositions of nutrients in animal composts and liquid manures

가축분뇨 퇴비의 경우 N 성분은 약 0.35 ~ 5.8%, P 성

분은 약 0.12 ~ 0.36%의 범위를 보이고 있고, 액비의 

경우 N은 약 0.053 ~ 2.1%, P 성분은 약 0.001 ~ 

0.36%의 범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ruvite 침전물에 함유된 N 함유율이 약 3 15%, P는 

약 7 ~ 19%인 점을 감안할 때 가축분뇨 퇴비, 액비에 

함유된 N, P 함량은 가축분뇨로부터 회수된 struvite

에 함유된 N, P 함량에 비해 그 양이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복합비료의 N 성

분이 대략 10 ~ 21%, P 성분이 9 ~ 15%의 범위를 보

이고 있는 점과 비교해도(Lee and Kim, 2009) 가축분

뇨 퇴비, 액비에 함유된 N, P 함량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가축분뇨로부터 struvite 형태로 N, 

P를 회수 할 경우 N, P 함량은 복합비료에 함유된 양

과 비슷하여 비료로서의 기능적 측면이 매우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struvite의 뛰어난 장점은 

퇴비, 액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Mg을 다량 (약 

10%) 함유 하고 있어 (Table 3 참조) Mg을 필요로 하

는 작물 등 (예: 사탕무우 등)에 효과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는 점이다(Gaterell et al., 2000).

축산폐수 및 가축분뇨의 혐기성 소화여액으로부

터 회수한 struvite 침전물을 이용한 작물실험 결과에

서도 비료로써 struvite의 효용성이 입증되었는데 

Yetilmezsoy and Sapci-Zengin(2009)은 가금류 분의 

혐기 소화여액으로부터 회수한 struvite를 이용한 작

물 (purslane, garden cress, grass) 실험에서 대조군 

(비료원이 전혀 공급되지 않거나 KCl만 공급된 경

우)에 비해 작물의 성장속도 및 생체량 증가가 더 큰 

것을 관찰하였다. Cerrillo et al.(2015)은 돼지 분뇨

로부터 회수한 struvite와 diammonium phosphate 

((NH4)2HPO4)를 공급한 작물 (상추)의 성장률을 비교

한 결과 작물 수확량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

료를 공급하지 않은 시료 (대조군)에 비해서는 수확량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Ryu and Lee(2016)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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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 metals (mg/kg)

Cd Cr Cu Pb Ni Zn Mn As Hg

Our experiments 0.011 0.341 5.497 0.034 0.072 14.912 3.239 NDa ND

Liu et al. (2011) 0.0 0.0 17.86 0.0 0.0 95.54 NIb NI NI

Cerrillo et al. (2015) <1 7 58 <3 6 293 NI NI NI

aNot Detected
bNot Investigated

Table 5.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in struvite precipitate

결과에서도 축산폐수로부터 회수한 struvite를 상추 

에 적용한 결과 상업용 비료 (복합비료, 유기질비료)

에 비해 작물의 성장속도가 빠르고 수확량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truvite는 비료가 갖추어야 할 특징인 완효성 

(slow-release properties) 측면에서도 기존 상업용 비

료에 비해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Rahman et al.(2011)은 struvite의 질소 용출율이 화학

비료 (fused super phosphate (FSP)-urea fertilizer)에 

비해 보다 느리고 균일한 것을 관찰 하였으며, Ryu 

and Lee(2016)의 연구 결과에서도 상업용 비료 (복합

비료)에 비해 struvite의 용출율이 더 낮은 것이 보고 

되었다. 이 이외에도 다른 여러 문헌에서 struvite로부

터 영양염류의 느린 용출 특성 및 이로 인한 작물 재배 

효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Munch and Barr, 2001; 

Johnston and Richards, 2003; Li and Zhao, 2003). 

Struvite의 완효성을 이용한 작물 재배는 영양염류의 

작물 이용율을 높이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수계 유출

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가축분뇨 퇴비, 액비는 화

학비료를 보조하는 수준에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

다. 식물의 질소 이용률이 돈분 액비에 비해 화학비료

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Kwon et al., 2010)도 가축분

뇨 퇴비, 액비는 보조 수단으로써 더 적합함을 뒷받침 

하는 자료이다. 가축분뇨 퇴비, 액비의 N 및 P 성분의 

불균질성은 이들의 적정량 살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결국은 작물 성장 및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축분뇨 퇴비, 액비 내의 N 및 P가 균일하지 않은 원

인은 가축의 종류 및 먹이에 따른 가축분뇨의 초기 성

상의 차이와 이들의 부숙 정도에 기인하는데, Kwon 

et al.(2010)은 돈분 액비의 발효 기간이 길어질수록 

N, P 함량이 줄어들고, 특히 N 함량이 급격히 감소하

는 것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에 의한 가축

분뇨 퇴비, 액비의 질적 저하를 최소화 하는 것이 향후 

가축분뇨 퇴비, 액비의 재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라  판단된다. 

3.3. 축산폐수로부터 회수한 struvite 내의 중금속 분석

가축분뇨로부터 회수한 struvite를 비료로서 상업

화하기 위한 또 다른 전제 조건은 strivite 내 유해물질

이 기준치 이내인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

야 한다. 현재 비료의 위해성에 관한 법적인 기준은 중

금속 및 병원성 미생물에 한하여 농촌진흥청 고시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가

축분뇨로부터 회수한 struvite에 대하여도 유해물질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금속의 경우 본 연구결과 및 문헌 조사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에 의하면 다른 중금속

에 비해 Cu 및 Zn의 농도가 본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서뿐만 아니라 기 발표된 다른 문헌에서도 높게 관찰

된다는 점이다. struvite 침전물에서 Cu와 Zn의 농도

가 다른 중금속에 비해 높은 것은 이들 중금속이 가축 

성장을 위한 보조제로 사료에 첨가되고(Petersen et 

al., 2007) struvite 결정화 반응 시 2가 양이온인 Mg 

이온 대신 결정화 반응에 참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보통비료에서 Cu와 Zn에 대한 유해성

분 기준은 “규산질비료”인 “수용성발포규산”, “미량

요소비료”인 “황산망간”, “몰리브덴산나트륨” 및 “킬

레이트철”에서 각각 120 및 400% 이하, “황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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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Zn이 400% 이하, 부산물비료인 “가축분퇴비” 

및 “퇴비”에서 각각 360 및 900 mg/kg이며, 다른 중

금속 성분의 유해 기준을 감안하더라도 Table 5에 나

타난 struvite 침전물 내의 중금속 농도는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농도 미만으로 비료로 사용하기

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축분뇨 퇴비, 액비에 함유된 중금속 함량에 대한 

환경 기준은 2015년에 “가축분뇨법”에 신설하였는데 

퇴비의 경우 돈분 퇴비에 한해서 구리 (Cu), 아연 (Zn)

의 농도가 각각 500 및 1200 mg/kg 이하, 액비의 경우 

돼지, 젖소로부터 회수한 액비 내에 Cu, Zn의 농도가 

각각 70 및 170 mg/kg 이하로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중금속 항목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

은 상태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가축분뇨 퇴비, 액비 

내의 중금속 농도는 일반적인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Ihnat and Fernandes, 1996; Ko et 

al., 2008; Nam et al., 2010) 몇몇 연구에서 환경기준

을 초과 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Lee et al.(2011)

은 전국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액비유통센터 

및 자영 축산농가 등에서 완숙액비로서 포장에 시용

이 가능한 시료를 2009년 총 33점, 2010년 총 42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Zn이 일부 시료에서 “가축분뇨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환경 기준치인 170 mg/kg를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 Hseu(2004)의 연구에서는 돈분 퇴비를 대상

으로 가장 회수율이 좋은 질산으로 중금속을 회수한 

후 중금속을 분석한 결과 Cu, Zn의 농도가 우리나라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 et 

al.(2012)은 돈분 액비를 지속 사용한 농경지를 대상

으로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밭 토양의 경우 Cd과 

Zn이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Zn의 경우 초과빈도가 

높았다. Kunkel et al.(1981)은 가축의 먹이에 포함된 

Cu 량의 3.25배가 가축분뇨에 농축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중금속 이외에 항생제 성분 또한 유해물질로 고려

되어야 한다. 가축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 사용량이 많

기 때문에 가축분뇨로부터 struvite를 회수할 경우 

struvite내에 항생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까지 struvite 결정화 반응 과정에서 항생제가 

얼마나 제거되고 침전물 내에 그 양이 얼마나 함유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되어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Başakçilardan-Kabakci et al.(2007)의 연구에서 

struvite 결정화 반응을 통해 약 22%의 테트라싸이클

린 (tetracycline)이 제거됨을 보고한 바 있다. 

3.4. 가축분뇨로부터 회수한 struvite의 경제성 평가

축산폐수 및 가축분뇨의 혐기성 소화여액으로부터 

회수한 struvite의 상업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

한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비용-편

익 분석에 앞서 개략적인 경제성 분석을 통한 자원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struvite 결정화를 위해 외

부로부터 공급해 주어야 하는 화학 첨가제 (Mg, 가성

소다와 같은 알칼리제 등) 비용과 발생량적인 측면에

서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고

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struvite 결정화를 위해 사용되는 Mg 

첨가제는 MgCl2나 MgCl2 6H2O가 많이 사용되며, 

이중 MgCl2 6H2O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편

이다(Table 2 참조). Huang et al.(2014a)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TAN (Total Ammonia Nitrogen) 및 

PO4-P 농도가 각각 695 및 125 mg/L인 축산폐수로부

터 TAN을 제거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Mg 및 P를 

몰비로 Mg:N:P=1:1:1이 되도록 주입하였을 때 약 

93%의 TAN 제거효율을 얻었다. 이때 주입된 화학 첨

가제 (MgCl2 6H2O, Na2HPO4 12H2O 및 NaOH) 

비용은 축산폐수 1톤을 처리하는데 6.88 USD 

($6.88/m3) 로 계산하였다.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Mg 

첨가제를 화학약품 대신 Mg을 다량 함유한 산업폐수 

(MgO-saponification wastewater)로 전량 대체할 경

우 화학약품 비용을 약 12.4%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만약 질소 (N)가 아닌 인 (P) 회수를 목표로 

하였다면 외부로부터 P를 주입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

문에 Mg원과 pH 조절을 위한 NaOH 비용만 소요 되

며, 이때는 축산폐수 1톤 처리 시 0.66 USD ($0.66/m3)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 

Mg 첨가제를 화학약품 대신 바닷물이나 소금 제조 

공정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간수 (bittern)로 대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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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비용을 줄이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Lee et 

al.(2003)은 생물학적으로 처리된 축산폐수 방류수에 

남아 있는 잔류 질소 및 인을 struvite 형태로 침전 제

거 시킬 때 Mg 첨가제를 바닷물과 간수로 사용 할 경

우 화학약품인 MgCl2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

고하였다. Ye et al.(2011)은 축산폐수의 혐기성 소화 

여액으로부터 struvite 결정화 방법에 의해 인을 회수

하는 연구에서 Mg 첨가제를 간수로 사용하였을 경우 

인 회수율이 90% 이상인 것을 확인하였다. Liu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인간의 뇨 (尿)로부터 struvite 

침전법을 활용한 인 회수 시 Mg 첨가제로 바닷물, 염

수 (brine) 및 간수를 사용하였을 때를 상호 비교 하였

는데 모두 높은 인 회수율 (99% 이상)을 얻을 수 있었

다. 하지만 발생량적인 측면에서 회수된 struvite 양은 

2 2.5 kg/m3 인 것으로 나타나 그 양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 analysis) 

결과에서는 화학약품에 비해 바닷물이나 염수 및 간

수를 사용하였을 경우 Mg 비용을 절감하여 경제적 이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바다가 근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바닷물, 염수 혹은 간수를 운송하는 비

용에 차이가 나고 운송비 차이는 전체 비용에 큰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바닷물과 염수의 운송 거

리가 20 km 이내 (<20 km)이고 간수는 50 ~ 2000 km

일 경우 Mg 첨가제로 바닷물, 염수 및 간수를 사용하

였을 때 총 투입 비용은 각각 0 ~ 0.99, 0 ~ 0.58 및 

0.03 ~ 1.27 dollar/m3인 것으로 나타났다. Huang et 

al.(2014b)의 축산폐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

존 화학약품 대신 간수로 대체할 경우 약품 비용을 약 

37% 절감 할 수 있음을 실험으로 규명하였다. 

축산폐수 및 가축분뇨의 혐기성 소화 여액으로부

터 회수할 수 있는 struvite 양은 기존  문헌에서 명확

히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비교적 적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이는 질소 및 인 농도가 축산폐수와 비슷한 인간 

뇨 (尿) (NH4-N: 4250 mg/L, PO4-P: 344 mg/L)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수할 수 있는 struvite 양은 2 ~ 

2.5 kg/m3 정도이기 때문이다(Liu et al., 2013). 이 자

체만으로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추

가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나 기존 해외 사례를 볼 

때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캐나다의 Ostara 회사의 경우 하수처리장의 탈수 

여액이나 소화여액에 함유된 질소 및 인을 struvite 

형태로 회수한 후 이를 “Crystal Green”이라는 상품

명으로 상업화에 성공한 것이 하나의 좋은 예이다

(Ostara Nutrient Recovery Technologies Inc., 2015). 

de-Bashan and Bashan(2004)의 연구에서는 폐수로부

터 회수한 struvite를 인산 (phosphoric acid)과 혼합하

여 고 기능성 비료인 MgHPO4나 (NH4)2HPO4 형태로 

전환하여 상업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3.5. 가축분뇨로부터 회수한 struvite의 자원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가축분뇨를 통해 회수된 

struvite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

으나 우리나라에서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있다. 그 첫 번째가 

가축분뇨로부터 회수한 struvite를 법적인 테두리 안

에서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농촌

진흥청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서 명시하

고 있는 “비료의 구분 및 종류”에서는 비료의 종류를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

의 범주 내에서 struvite를 비료로 활용하는 방법은 현

재로서는 없다. 3.2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가축분뇨

로부터 회수한 struvite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기존 퇴

비, 액비보다 훨씬 우수 하고 보통비료와 비슷하거나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내에서 비료로서 활용되

지 못하는 점은 향후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다. 또한, 가축분뇨로부터 회수되는 struvite 양은 비교

적 적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수한 

struvite를 기존 상업용 비료와 혼합 또는 가공을 통하

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로부터 struvite 형태로 N, 

P를 회수 할 경우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는 Mg 

첨가제를 자연재인 간수 및 바닷물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동시에 N, P 회수를 가축분뇨 정화처리와 연

계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가축분

뇨 정화처리율이 낮은 원인은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

로 자원화하는 비용보다 정화처리 비용이 더 비싼 것

이 하나의 원인이고 무엇보다 가축분뇨에 함유된 고

농도 NH4-N로 인한 독성으로 생물학적 처리 효율이 

낮기 때문이다. 만약 가축분뇨의 정화처리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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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cep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livestock excreta: (1) solid-liquid separator; (2) anaerobic digester; (3) 
struvite reaction tank; (4) biological treatment reactor; (5) second clarifier. 

struvite 형태로 NH4-N를 전처리 개념으로 회수 하고 

NH4-N 농도가 낮아진 가축분뇨를 후처리로 생물학적 

처리를 한다면 높은 NH4-N 농도에 기인한 독성 영향

을 최소화 하여 생물학적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동

시에 struvite 형태로 N, P를 회수할 수 있다. Ryu and 

Lee(2010)는 축산폐수 처리에 있어 struvite 전처리 후 

생물학적 처리를 할 경우 유기물, 질소 및 인 처리 효

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회수된 

struvite는 고품질 비료 및 단백질 추출 목적의 조류 배

양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개념도는 Fig. 3

과 같다. 

가축분뇨로부터 회수한 struvite의 상업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가축분뇨로부

터 회수한 struvite를 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의 뒷받침과 더불어 struvite에 함유

된 중금속, 항생제 등의 위해성에 대한 추가 검증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축분뇨로부터 회수한 

struvite의 비료 재활용은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양분관리제의 양분 삭감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struvite 결정화 반응에 의하여 축산폐수

로부터 질소 (N) 및 인 (P)을 회수한 후 struvite 침전

물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현

황 및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축

분뇨로부터 회수한 struvite를 비료로 재활용하는 방

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축산폐수로부터 struvite 결정화 반응을 통하여 

질소 (N) 및 인 (P) 회수율을 분석한 결과 NH4-N 및 

PO4-P 회수율은 각각 81 및 92%로 가축분뇨에 함유

된 N 및 P 회수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2. Struvite 결정화 반응에 의해 생성된 침전물의 

XRD 분석결과 struvite 결정체임이 확인되었으며, 

SEM 분석결과 그 크기는 최대 25 μm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3. 축산폐수로부터 회수된 struvite에 함유된 영양

염류를 분석한 결과 N, P, Mg 함량은 각각 15, 16 및 

10%인 것으로 나타나 자원화물로 많이 활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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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축분뇨 퇴비, 액비 내에 포함된 N, P, Mg 성분에 

비해 그 양이 월등히 많아 비료로서의 기능적인 측면

에서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축산폐수로부터 회수된 struvite 내의 중금속 함

유량을 분석한 결과 다른 중금속에 비해 Cu 및 Zn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된 모든 중금속 

성분에 한하여 보통비료의 공정 규격 기준을 모두 만

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중금속에 기인한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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