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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investigating a filtration bed system for the production of liquid 
fertilizer using wastewater generated after anaerobic digestion of animal manure. Slurry, Compost, 
& Biofiltration-Methane System, designed by Korean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is now 
a standard method to recycle anaerobic digestion wastewater. However, currently provided protocol 
to run the system needs continuous upgrades as the system is relatively new and can be more 
cost-effective if few adjustments are made. In this study, we tried to enhance the capability of the 
system to process anaerobic digestion wastewater by replacing the bed materials with the cheaper 
one, and determining the time point of operation from which filtrates can be utilized for 
fertilization.
(Key words : Anaerobic digestion, Compost, BOD, COD, Manure)

서    론

최근 우리나라 축산업 규모의 확대로 인해 
가축 분뇨의 발생량이 급격한 증가세에 있
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총 46,489천 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은 퇴액비로 
이용되고 있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3). 생산된 퇴액비는 대
부분 경작지에 살포되는데 경작지 면적당 살
포되는 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적정 수준

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분뇨의 처리법 중 
퇴액비를 비교적 적게 생산하는 방법으로서 
바이오가스 생산을 들 수 있는데 가축분뇨의 
처리와 동시에 에너지의 획득이라는 장점이 
있어서 그 효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바이오가스 생
산시설을 운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
은 혐기소화 과정 완료 후 다량의 액상 페기
물인 혐기소화폐액이 발생되므로 이의 처리
를 위한 추가적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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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Diagram of compost bed filtration 
system in action.

1. Anaerobic digestion(AD) wastewater dispenser 2. 
Reactor 3. Bedding materials (sawdust, rice-hull, 
wood-chip) 4. Bottom plate 5. Space for aeration 
and sample collection 6. Effluent pipe 7. Aeration 
pipe 8. Blower

Table 1. Set-ups of 3 compost beds (T1, 
T2, T3).

(Unit : mm)
  Materials T 1 T 2 T 3

Sawdust
Rice-hull
Wood chip

1050
－

－

700
350

600
300
150

이다. 발생한 혐기소화폐액은 정화처리 후 
방류되거나 액비로 이용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자원의 순환 개념이 강조되면서 액비화 
후 경작지 환원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Alburquerque et al., 2012; Kim et al., 2011a; 
Kim et al., 2011b). 최근에는 Slurry, Composting, 
& Bio-filtration(SCB) 처리기법을 혐기소화폐
액에 적용한 SCB-Methane(SCB-M) 기법이 등
장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SCB-M 기법을 
이용하여 돈분뇨 슬러리 혐기소화폐액을 여
과처리할 경우, 여과액의 성상이 어떻게 변
하는 지를 분석하였으며 톱밥, 왕겨, 목편 등
의 여과재로서 이루어진 다층구조 퇴비단을 
구성하여 여과재 조합에 따른 여과 효율도 
비교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퇴비단 여과상 제작을 위하여 두께 10 mm 
인 아크릴 평판으로 가로 1,000 mm, 세로 
2,000 mm, 높이 1,800 mm 크기의 장방형 시
험기를 제작하였으며(Fig. 1) 여과재의 조합
에 따른 여과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3종의 퇴
비단(T1, T2, and T3)을 조합하였다(Table 1). 

공기를 주입함으로서 퇴비단 내부의 호기성 
환경을 유지하였는데 링－블로어를 이용하여 
하부에서 상향으로 공기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송풍량은 시험용 여과상 1 m3당 50 
L/min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돈분뇨혐기소화
폐액의 1일 투여량은 140 L이며 2회에 나누
어 투여하였다. 시험과정에서 수집된 여과액
은 채취하는 즉시 실험실로 이송하여 수질오
염공정시험법(Ministry of Environment, 2011)
에 준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2013년 9
월 26일 시작하여 12월 26일 종료되었으며 
총 수행기간 92일이었다. 

결과 및 고찰

1. 실험공간의 온도변화 분석

실험기간 동안 퇴비단이 위치한 실험공간
의 온도를 추적하였다(Fig. 1).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24시간 동안의 최고온도와 최저기
온 그리고 현재온도를 기록하였으며 예상대
로 계절적인 원인으로 인해 퇴비단이 위치한 
공간의 온도는 점차 하락하였다. 24시간 최
고온도의 경우 실험기간 동안 빙점 이하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24시간 최저온도의 경우 
12월 12일부터(실험시작 후 78일) 빙점 이하
를 기록하였고 실험 종료시까지 －2℃~－4℃
대의 온도를 유지하였다.

2. 퇴비단 내부의 온도변화 추적

실험 공간 뿐 아니라 퇴비단 내부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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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temperatures of the 
room wher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for 92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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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temperatures inside of the compost beds at three different heights(top, 
middle, and bottom).

를 추적하기 위하여 막대온도계를 퇴비단의 
내부의 상중하 3곳에 설치하여 온도 변화를 
추적하였다(Fig. 3). 외부기온과 마찬가지로 
계절적인 원인으로 측정 온도가 점차 하락하
였으나 퇴비단 내부의 온도는  영상의 온도
를 유지하였다. 모든 처리구에서 퇴비단의 
상층부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었
으며 하층부로 갈수록 온도가 하강하였다. 
이는 아마도 퇴비단의 상층부가 상대적으로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고 혐기소화폐액의 부
유물이 집중적으로 걸러지는 곳이므로 호기
성 발효가 가장 원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으
로 여겨진다. T3의 경우 초반 하층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블
로워의 뜨거운 바람이 T3의 하층을 이루는 

목편층으로 쉽게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여겨
진다(Fig. 3-c). 

3. 혐기소화폐액 및 여과액의 총부유물질

농도(TSS)의 변화 추적

  원수인 혐기소화폐액과 3종의 여과상에서 
배출되는 여과액을 채취하여 총부유물질농도
(TSS)를 측정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원수인 혐기소화폐액의 경우 TSS가 1000~ 
3000 mg/L의 범위에서 불규칙하게 변동함을 
알 수 있었다. 혐기소화폐액의 TSS가 급격히 
변화하는 원인은 분뇨의 공급원인 돈사에서
의 일일관리 상황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서의 배출 및 유입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본 
실험에서는 통제가 어려운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사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한다
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혐기소화
폐액과 달리 여과액의 TSS는 실험 종료까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이로보아 
TSS의 제거 효과는 외기 또는 퇴비단의 온
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여과
재의 구성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
는 것으로 여겨진다. 

4. 전기전도도(EC)의 변화 분석

퇴비단 T1, T2, T3의 운영에 따른 소화폐
액과 여과액의 전기전도도의 변화를 Fig.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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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total suspended solids 
(TSS) of AD wastewater and three 
filt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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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of electric conductivity of 
AD wastewater and three filtrates.

나타내었다. 전기전도도는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이온 성분들의 합 즉 양이온과 음이온
의 합과 비례하는 성질이 있다. 혐기소화폐
액의 경우 암모니움(NH4

+),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양이온 그리고 인산, 아질산, 질산 성분
과 같은 음이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
다. 실험기간 동안의 원수인 혐기소화폐액의 
EC는 8 mS/cm 이상으로 유지되었으며 여과
액의 경우 퇴비단 구성에 상관없이 초기 10
여 일 동안 4~5 mS/cm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
후 6~7 mS/cm 이상으로 급상승하였다가 점차 
안정화되었으며 실험 후반에 다시 점차적으
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험 초반 관찰되는 낮은 전기전도도는 여

과액에 용해되어 있는 이온 성분의 농도의 
낮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아마도 암모니아, 
칼슘 등을 포함한 양이온들의 농도 변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퇴비단을 이
루는 톱밥은 배위결합(Co-ordination bonding)
을 통해 양이온성분들과 결합하는 성질을 갖
고 있음이 이미 보고된 바 있다(Argun et al., 
2007; Yasemin and Zeki, 2007). 여과액의 pH 
변화를 살펴보면 소화폐액보다 오히려 높게 
상승하는데(Fig. 6) 이는 아마도 톱밥과의 흡
착으로 인해 여과액에 용해된 양이온 농도의 
하락이 수소이온농도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실험초반 여과액 총
질소의 농도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Fig. 9) 이는 혐기폐액 내의 양이온인 암모
니움 이온이 흡착에 의해 제거된 결과라고 
보여지며 마지막으로, 여과액의 EC가 12~13
일 이후 증가하는 현상은 톱밥 내에 양이온 
결합부위가 어느 정도 채워진 이후 추가적인 
결합이 어려워진 결과라고 유추해 볼 수 있
다 (Fig. 5).   

5. pH의 변화 분석

퇴비단 T1, T2, T3의 운영에 따른 소화폐
액과 여과액의 pH의 변화를 Fig. 6에 나타내
었다. 실험기간 동안 혐기소화조에서 방출된 
폐액의 pH는 7.8~8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
되었다. 혐기소화폐액이 비교적 높은 pH를 
갖는 이유는 혐기발효의 결과 생성된 암모니
아(NH3)가 다량 용해되어있기 때문이다. 반
면 퇴비단을 통과한 여과액의 pH는 혐기소
화폐액과 비교하여 초기 10여일 동안은 더 
높게 유지되었으나 점차 낮아져 7 이하로 유
지되었다가 실험시작 40일 이후 다시 반등하
여 혐기소화폐액과 유사한 수준까지 상승하
였다. 본 실험 중반 이후, pH가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아마도 외
부기온과 퇴비단의 온도가 하락함에 따라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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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of pH of AD wastewater 
and three filt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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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es of COD of AD waste- 
water and three filtrates.

Operation period (days)
0 20 40 60 80 100

B
O

D
5 

(m
g/

L)

0

500

1000

1500

2000

AD wastewater
filtrate of T1
filtrate of T2
filtrate of 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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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내부에서 암모니아를 질산으로 전환시
켜주는 질산화세균들의 활성이 하락함에 의
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총질소 중 암모니아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므
로 pH는 상승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stelles et al., 2012).

6. COD의 변화 분석

원수인 소화폐액과 여과상에서 배출되는 
여과액을 채취하여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를 추적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소화
폐액의 경우, COD은 매우 불규칙한 변화를 
보였는데 초기 25일까지는 1,200 mg/L 이상
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그 후 실험 종

료까지 1,000 mg/L 수준을 유지하였다. 25일 
이후 혐기소화폐액의 COD가 급감하는 원인
은 TSS 데이터에 근거하여 판단해 볼 때(Fig. 
4) 세척용수 사용의 증가에 기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돈사에서의 분뇨의 발
생량 감소에 의하거나 혐기발효조의 메탄 생
성의 효율성이 향상됨으로서 결과적으로 호
기성 발효에 필요한 산소의 요구량이 감소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BOD의 경우(Fig. 8), 
COD과 마찬가지로 25일 이후 급감하는 경향
을 보이는데 이는 돈사에서의 슬러리 생산량
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슬러리의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처리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발효가 
더욱 충분히 진행되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
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본 
실험이 실시된 돈사의 경우 총 200~300여 마
리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혐기소화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9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
지 3차례에 걸쳐 총 100두의 성숙한 수컷돼
지를 출하하였으므로 이 시기 동안 배출되는 
돈분뇨슬러리의 량이 상당히 감소되었을 것
이다. 

실험 시작 25일 이후에는 폐액과 여과액 
모두 COD가 1,000 mg/L 수준에서 유지되었
는데 이는 퇴비단 여과가 이 시기동안 COD
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
다. 퇴비단 여과를 통해 부유물(TSS)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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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hanges of total nitrogen(T-N) of 
AD wastewater and three filtrates.

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과액의 COD가 폐액의 COD에 비해 감소하
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퇴비단 내의 여과재
인 톱밥이 부식함에 따라 난분해성 성분이 
용해되어 여과액과 함께 용출되어 COD를 상
승시키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로보아 톱밥
으로 구성된 퇴비단 여과법을 이용한 혐기소
화폐액의 처리(SCB-M)에 있어서 COD를 1,000 
mg/L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어하기에는 한
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BOD의 변화 분석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혐기소화폐액의 
BOD 변화 양상은 크게 25일을 기준으로 전
과 후로 뚜렷이 구분되어진다. 혐기소화폐액
의 BOD는 25일 이전에는 500 mg/L에서 1,500 
mg/L 사이에서 진동하였으나 26일(10월 21
일)부터 실험종료까지 500 mg/L 이하에서 유
지되었다. 이러한 급작스런 변화의 원인은 
정확히 설명되기 어려우나 우선 돈사로부터
의 슬러리 공급의 감소를 고려해 볼 수 있
다. 이러한 경우 슬러리가 혐기소화조를 지
나는 시간이 연장되고 결과적으로 혐기소화
조로부터 충분한 발효과정을 거친 산소요구
량이 낮은 혐기소화폐액이 배출되게 된다.

여과액 BOD의 경우 초기 15일 이전까지는 
매우 불안정한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소
화폐액과 여과액의 BOD 수치가 동시에 급격
히 증가하였다(Fig. 8). 이는 해당기간 동안 
퇴비단 내에서 미생물에 의한 여과기능(유기
물 분해)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하
는데 이미 언급한 것처럼 소화폐액에 풍부한 
혐기성 미생물은 호기성 환경에서 사멸하며 
또한 호기성미생물은 아직 충분히 증식하지 
않아 이 시기 동안 미생물에 의한 분해작용
은 대단히 부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퇴비단 내에서 호기성 미생물이 서서히 수적
으로 증가하고 여과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

됨에 따라 여과액의 BOD는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8. 총질소(T-N)의 변화 분석

  혐기소화폐액과 퇴비단으로부터 배출되는 
여과액을 채취하여 총질소(total nitrogen; T-N)
의 농도를 추적한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
다. 소화폐액의 경우, T-N은 800~1,100 mg/L 
범위에서 불규칙한 농도변화를 보였다. 반면 
여과액의 T-N 농도는 초기 10~15일에는 낮
은 수준(300 mg/L)을 유지하다가 그 후 상승
하여 소화폐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
다. 실험초반에 총질소 농도가 낮아진 이유
는 미생물의 여과작용에 의한 것은 분명 아
니며 아마도 퇴비단 여과재인 톱밥에 의한 
흡착(킬레이션)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후 흡
착능력이 소진됨에 따라 더 이상 흡착하지 
못하고 대부분 배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혐기소화폐액의 경우 질소의 상당 부분은 
암모니아의 형태로 존재함이 이미 알려져 있
으며 여과액의 경우 일부의 암모니아가 미생
물의 작용에 의해 아질산 내지는 질산으로 
전환됨이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3). 본 
실험에서 혐기소화폐액의 T-N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곧 암모니아 농도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여과액에서의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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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증가는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 확
실치 않다. Lee et al.(2013)에 의하면 혐기소
화폐액과 달리 여과액(SCB-M)의 질소성분 
중 암모니아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
고되어 있다. 본 실험의 결과에서 판단하건
데 퇴비단 여과 처리 과정 중 휘발에 의한 
질소성분의 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
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암모니아의 경우 
스트리핑의 과정이 없다면 암모니아가 휘발
하여 제거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Lee, 2005).

결    론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고가의 
퇴비단 원료인 톱밥을 저가의 왕겨 또는 목
편으로 일부 대체하였을 때 퇴비단의 여과 
능력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 지를 분석하
는 것이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여
과재 조합의 여과능력을 여과단으로 이용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여과재의 구성에 따른 
여과 효과의 차이는 미미했다. 이로보아 여
과재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우수하지만 가
격이 고가인 톱밥을 대체하여 상대적으로 저
가인 왕겨나 목편을 여과단의 하부에 배치함
으로서 여과효과는 유지하면서 비용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과액 BOD의 경우 초기 15일 이전까지는 
매우 불안정한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소
화폐액과 여과액의 BOD 수치가 동시에 급격
히 증가하였다. 이는 해당기간 동안 퇴비단 
내에서 미생물에 의한 여과기능(유기물 분
해)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여과단 톱밥의 표면에 
충분한 수의 호기성 미생물이 존재하여야만 
혐기소화폐액의 BOD를 낮출 수 있다. 소화
폐액에 풍부한 혐기성 미생물은 호기성 환경
에서 사멸하며 또한 호기성미생물은 아직 충
분히 증식하지 않아 종합적으로 이 시기 동

안 미생물에 의한 분해작용은 대단히 부진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된 지 15일을 
경과하지 않은 퇴비단(또는 퇴비단의 일부
분)을 통과한 여과액은 액비저장고로 이송하
지 말고 반복적으로 여과단에 투여하여 BOD 
측정치가 충분히 낮아진 이후에 저장고로 이
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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