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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vestock manure recycling have been performed worldwide because of its environmental 
and economic benefits. However, domestic standard protocol was nothing for high solid manure. 
Therefore, This paper was conducted to review database configuration of manure characteristics, 
analysis methods, bio-methane potential test for high solid manure recycling. In Americ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standard, manure characteristics indicated about sort of thirty types. This 
is important information to determine for manure recycling method. Furthermore, in order to 
determine exact manure characteristics recommended that synchronized chemical analysis method 
among studies. Bio-methane potential tests are widely performed in studies about estimation of 
organic substrates methane production. Although various methods and parameters were used, was 
no standard protocol and guideline in domestic. Bio-methane potential test methods and parameters 
were reviewed through various researches. Consequently, this paper is expected that assist to 
additional studies and manure characteristic database.
(Key words : High solid manure, Manure characteristics, Bio-methane potential test, Review)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국내에서도 FTA 체결, 
가축분뇨 해양투기금지 및 양분총량제 실시

로 인해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국내 가축분뇨는 한해에 47,235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Jeong et al., 2014), 한
육우 및 젖소분이 약 46%로 가장 많고, 돈분 
38%, 계분 15% 순의 발생량을 보인다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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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ies in Korea, 2013). 국내 가축분뇨 자원
화 연구는 퇴․액비화, 바이오 가스화 및 에
너지화 등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실제 
적용은 퇴․액비화가 88.7%, 정화 처리 9.1% 
등으로 퇴․액비 자원화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 Korea, 2013). 국내 가
축분뇨의 자원화 비율은 높은 수치를 보이지
만, 이미 2005년 전국 시군별 양분 총량이 
대부분 지역에서 질소 76~100% 초과 인산 
100% 이상 초과를 나타냈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05). 이러한 이유로, 국내 가축분
뇨 자원화를 대부분 퇴․액비화로 해결하기
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발생 바이오매스 중 가축분뇨의 비중
은 약 12% 정도를 차지하며(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2014), 대부분이 유기
성 폐기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기성 바이오매스는 바이오가스 생산 및 고
체연료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
다. 그 중 바이오가스 전환 효율은 돈분이 
우분에 비하여 높으며, 이는 반추위 발효를 
통해 단위동물 대비 영양 소화율이 높기 때
문이다(Weiland, 2001). 돈분은 우분에 비하여 
바이오가스화가 쉽게 가능하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우분대비 높은 효율의 돈분 
바이오가스화 기술의 경우도 최소 30% 가량
의 잔유물이 남는다. 하지만, 유기물의 에너
지화 기술은 유기물중의 탄소 및 수소를 에
너지로 전환하는 기술로 남은 잔여물에는 질
소와 인이 그대로 배출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가축분뇨 자원화 효율성을 극
대화하기 위해서 혐기소화, 연료화 및 퇴․
액비화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연구가 필요하
며, 돈분 이외의 가축분뇨에 대한 연구가 추
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한우 및 젖소 우사의 형태는 대부분
이 깔짚 우사의 형태를 띄고 있다. 우사형태
와 보관의 차이로 인하여 수분함량이 70~80 

% 정도로 형성되며, 이는 세척수가 포함된 
돈분뇨 슬러지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Møller 
et al., 2004). 그리고, 조사료를 섭취하는 반
추동물의 특성상 분내에 섬유소의 함량이 높
고 입자의 균일도가 낮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돈분에 비하여 처리 방법이 
어렵고 혐기소화가 힘들다는 이유로 국․내
외적으로 우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다. 전 세계적으로 우분의 혐기소화 이용성
을 올리기 위해 Co-digestion을 통한 혐기소
화율 개선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Umetsu et al., 2006; M Macias-Corral et al., 
2008; El-Mashad and Zhang, 2010), 특이점으
로 독일의 경우 혐기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서 곡물을 직접 투입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우분의 혐기소화 원료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소화가 힘든 섬유성 물질의 함량이 높다는 
특징 이외에 국내 고상가축분뇨는 우사의 특
성상 톱밥이 함유량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톱밥의 함유는 섬유성 물질과 마찬가지로 혐
기소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고체연
료화에서는 높은 발열량을 갖는 특징이 있다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2014). 
이러한 고체연료화 기술 중 수열탄화는 다른 
기술대비 경제성이 높고 탄소효율이 가장 우
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Hu et al., 2010). 그러나, 국내 수열탄화
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례를 종합하여 볼 때 국내에
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에 대한 각 연구별, 
특성별 고상가축분뇨 원료 평가와 데이터베
이스화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고상가축분뇨
의 특성 조사, 분뇨 분석방법 및 바이오가스 
잠재성 평가 방법을 고찰하여 국내 고상가축
분뇨 자원화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기여하고
자 수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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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nure characteristics of various organization articles in Unite states.

    Parameter Unit Articles†

ASAE MWPS USDA NCACM
Total manure kg *‡ ** * **
Moisture % ** ** * *
Urine kg/m3 * ** ** **
Density kg * ** ** *
Total solids kg * * * **
Volatile solids kg * * * **
Biochemical oxygen demand, 5 day kg * ** * **
Chemical oxygen demand kg * ** ** **
pH kg * ** ** **
Total Kjeldahl nitrogen kg * * * *
Ammonia nitrogen kg * * ** **
Total phosphorus kg * * * *
Orthophosphorus kg * ** ** **
Potassium kg * * * *
Calcium kg * ** ** **
Magnesium kg * ** ** **
Sulfur kg * ** ** **
Sodium kg * ** ** **
Chloride kg * ** ** **
Iron g * ** ** **
Manganess g * ** ** **
Boron g * ** ** **
Molybdenum g * ** ** **
Zinc g * ** ** **
Copper g * ** ** **
Cadmium g * ** ** **
Nicel g * ** ** **
Lead g * ** ** **
Total coliform bacteria colony * ** ** **
Fecal coliform bacteria colony * ** ** **
Fecal steptococcus bacteria colony * ** ** **

†ASAE, American society and agricultural engineers; MWPS, Midwest plan service;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NCACM, North carolina agricultural chemicals manual.
‡* indicated ; ** not indicated. 

가축분뇨 특성, 이화학적 성분분석 방법

1. 가축분뇨 특성

미국 내의 국가기관 및 각 대학에서 운영
하는 여러 기관에서 발행하는 책자에는 분뇨
의 성분 및 가축분뇨의 특성을 조사하여 제
공하고 있다(Table 1). 이와 함께 장기간의 

조사를 통하여 각 축종별 분뇨의 특성도 제
공하고 있다(Not indicated). 그중에 ASAE 
(Americ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standard 책자에는 가장 많은 종류의 가축분
뇨 특성을 나타내었다. 미국 내 기관간의 분
뇨 특성을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낸 수
치는 N, P, K이며, 이는 퇴․액비화에서 가
장 필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NCACM(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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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olina agricultural chemicals manual)을 제외
하고는 총 고형분량 및 휘발성 고형분량을 
표기하였다. 제시된 분뇨 특성 고려할 때, 바
이오가스 또는 에너지화 보다는 퇴․액비화
를 기준으로 특성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된
다. 가장 많은 분뇨 성분을 제시한 ASAE의 
경우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게다가, 1997
년과 2005년 출간된 ASAE standard를 비교해
보면, 2005년에 새롭게 NRC(National research 
council) 사양표준을 기반으로 계산한 각 동
물 소화율 수치를 이용한 분뇨 성분 발생량 
추정식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광범위한 추정 
모델은 미국 내 발생한 분뇨 특성을 예측하
여 빠른 정책반영과 바이오매스를 통한 에너
지화 효율 등의 예측에 활용도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ASAE standard에 나타난 
분뇨의 특성들은 각 자원화 방법별 특징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사료된
다. 게다가, NRC 사양표준의 소화율을 이용
한 추정식은 실제 분석된 분뇨의 특성과 차
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원화
에 이용 전까지 계절 및 주변 환경에 따른 
분뇨의 특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
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국내에는 가
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분뇨 특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러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정교한 국내 데
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이화학적 성분분석 방법

가축 분뇨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위한 분석 
성분은 AOAC 및 AHPA를 바탕으로 선정하
였으며, 각 자원화 과정별 중요도를 고려하
여 선정하였고, 분석에 사용되는 공인 분석
법은 AOAC 및 AHPA에서 사용되는 분석 방
법을 정리하였다(Table 2). ASAE standard 내

의 고형분은 총 고형분(Total solids) 및 휘발
성고형분(Volatile solids) 값만 나타내었으나, 
각 자원화 과정별 마다 중요한 지표가 다른 
부분을 고려하여 총 고형분, 휘발성고형분, 
강열잔류고형물(Fixed solids), 총 부유성고형
물(Total volatile solids), 휘발성부유물 
(Volatile suspended solids), 강열잔류부유물 
(Fixed dissolved solids), 총 용존고형물(Total 
dissolved solids) 및 휘발성용존고형물(Volatile 
dissolved solids) 값을 모두 나타내는 것이 유
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C, H, O의 값은 열량
을 나타내는 지표로 탄화 및 수열탄화 같은 
고형연료화 측면에서 중요한 성분으로 인식
되어 추가하였다. 그리고 cellulose, hemicellulose, 
및 lignin 성분은 고상가축분뇨 자원화가 우
분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우분에는 섬유소의 
함량이 각 연구의 공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제시 성분으로 선정하였다. 보수력의 
경우 국내의 대부분의 농장 형태가 깔짚 우
사의 형태이며, 발생된 분뇨를 1차적으로 퇴
비사에 저장하는 형태라는 점과 수분의 함량
이 혐기소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포함하였다. 그 외의 분석 요인은 
ASAE 및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하였
다. 각 분석 방법에 사용된 공인 분석법은 
비료, 물, 사료 및 AHPA 성분 분석에 사용
되는 분석 방법이지만 분뇨의 성분을 분석하
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분석법이다. 
그러나 각 공인 분석방법 분류에 분뇨가 포
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분뇨의 특성을 고려
한 분석방법이나 분석법 비교를 통한 분뇨성
분 분석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 
예로, 휘발성고형물의 경우 105℃에서 건조
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지만 실제로 105℃
에서 건조 하게 되면 가축분뇨 내의 휘발성
고형분이 저평가되기 때문에 90℃ 건조를 선
호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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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ach manure recycling process of major manure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actors
Official method†

AOAC
Water Animal feed Fertilizer APHA

Total solids

**‡
934.01
930.15

950.01 2540 Solids

Moisture
Volatile solids
Fixed solids
Total suspended solids
Volatile suspended solids
Fixed suspended solids
Total dissolved solids
Volatile dissolved solids
Fixed dissolved solids
BOD 973.44 ** ** 5210
COD 973.46 ** ** 5220
pH ** ** ** **

Total Kjeldahl nitrogen 973.48
968.06
990.03
976.06

993.13
955.04
970.02
978.02

4500-N

Ammonia nitrogen ** ** 892.01
Total phosphorus 973.55 964.06

993.31
958.01

4500-POrthophosphorus

Potassium ** **
935.02
955.06
971.01

3500-K

Carbon 973.47 ** ** 5310Togal organic carbon
Hydrogen ** ** ** **
Oxygen 973.45 ** ** **
Sulfur 976.29 980.02 **
Cellulose

**
2002.04
 973.18

**
**
**Hemicellulose
**Lignin

Water holding capacity ** ** ** **
Volatile fatty acids ** ** ** **
Other minerals *§ * * *

†AOAC, Association of Official Agricultural Chemists; APHA, American public helth association.  
‡Not existed.
§ Various value.

바이오메탄 잠재성 평가 

바이오메탄 잠재성 평가(Biochemical methane 
potential, BMP)는 고상혐기소화 원료의 잠재

적인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알 수 있는 지표
로서 분뇨 특성분석 및 바이오 가스 전환율 
예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Esposito 
et al., 2012). 바이오메탄 잠재성 평가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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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이 존재하며, 아직까지 공인된 표준 
평가방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는 혐기소
화에 필요한 다양한 조건과 미생물의 발효에 
의해서 평가되는 값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바이오메탄 잠재성 평가의 파라미터는 기질, 
기질의 입자도, 접종원, 접종원 활성도, medium, 
blank 및 대조구, 교반 강도 등이 있으며 메
탄 발생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러한 
다양한 각 요인들을 기존연구를 통하여 정리
해 보았다.
   
1. 기질

기질의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
이 다양하다. 그 중 총 고형분, 휘발성고형
분, 화학적 산소 요구량, 질소, 인산, 칼륨, 
cellulose, hemicellulose, lignin, 총 유기탄소, 
C/N비 등이 바이오가스 잠재성 평가 지표로 
많이 사용되어 진다. 바이오가스 잠재성 평
가에서 사용되는 기질은 크게 액상과 고형분
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고형분 형태의 기질
은 입자의 균일성이 낮고 이러한 기질을 
COD 값을 결정하기 힘들다(Raposo et al. 
2008). 고상가축분뇨는 입자의 균일성이 낮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샘플의 균일성
을 높여 기질을 평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고상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잠재성 평가 
주요 지표로 cellulose, hemicellulose 및 lignin
이 포함되는데, 이는 반추동물에서 이용되는 
사료 성분의 특성상 섬유소의 함량이 높아 
발생하는 고상가축분뇨에도 이러한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 중 lignin의 함
량이 높으면 바이오가스 생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uffiere 
et al., 2006). 

산도가 높아 부패하기 쉬운 기질은 일반적
으로 건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
조 과정에서 휘발성고형분 손실을 줄이기 위
하여 90℃에서 건조하는 것을 추천한다 

(Angelidaki et al., 2009). 기질의 특성을 고려
한 분석법을 통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객
관적인 바이오메탄 잠재성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2. 기질의 입자도

기질의 입자도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이며, 바이오 가스 
잠재성 및 기질 특성 평가의 균일성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기질의 입자도
에 대한 운동성 및 입자성(kinetic study) 평가
가 바이오 가스 잠재성 평가 파라미터의 결
정보다 선행되어야 한다(Sanders, 2001). 그러
나, 일부 연구에서는 기질입자도의 균일화가 
바이오메탄 잠재성 평가에서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고(Perez-Lopez 
et al., 2005), 단지 단일 기질이 아닌 혼합기
질의 경우 기질 입자도의 균일화가 BMP 테
스트의 가스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Pabon pereira 
et al., 2009). 기존 연구를 종합해 볼 때 고상
가축분뇨의 기질입자도의 평준화가 바이오가
스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
된다. 하지만,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기질의 
균일화 방법과 입자도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접종원

접종원은 신선한 것이 좋으며, 다양한 종
류의 소화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Angelidaki et al., 2009). 
그러기 위해서는 단일 균주만을 사용하기보
다 여러 가지 접종원을 혼합하여 적응시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
를 들어, 돈분 슬러지 유래 접총체와 하수 
슬러지 유래 접종원을 혼합 적응시키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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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ggested model to measure inoculum 
activity by I. Angelidaki et al. (2009).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뿐 아니라 섬유성 기질이 높은 고상가축분
뇨의 혐기소화 능률을 올리기 위해 고상가축
분뇨 유래균을 이용한 접종원 제작 또한 고
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바이오메탄 잠재성 평가시 접종원 접종 후 
유기산 생성균이 2~3일 가량 성장한 후 메탄
생성균이 메탄을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메탄 
생산 이전까지 생산된 가스를 제거해 주어야 
정확하고 안정된 측정이 가능하며, ASTM E 
2170(2008)의 방법에 따르면 소화조 내 기질
을 제거하더라도 소화조를 세척하지 않는 것
을 추천한다고 나타나 있다. 
 현재 국, 내외 연구 바이오가스 잠재성 평
가 연구논문을 기초하여 살펴보면 다양한 유
래의 접종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이러한 접종원에 대한 비교 연구가 부
족한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접종원을 만드
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4. 접종원의 활성도

이전까지 연구를 살펴보면, 접종원의 활성
도 평가에 대한 연구는 적은 것으로 사료된
다. Angelidaki et al.(2009)에 따르면 접종원의 
활성도 및 품질은 아세트산과 cellulose 값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액상 및 입자성 슬러지
의 최소 활성도를 각각 아세트산 0.1 g CH4- 
COD/g VSS․d과 아세트산 0.3 g CH4-COD/g 
VSS․d으로 보고하였다. 게다가, 접종원의 
여러가지 특성을 고려한 활성도 평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Fig. 1).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각각 전혀 다
른 조건으로 사용되던 접종원의 균일화된 기
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각각 다른 종류의 접종원 특성에 따른 활성
도를 적용하는 방법은 제시하고 있으나 접종
원의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접종원 활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
울러, 이러한 모델을 바탕으로 균일한 접종
원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객관적인 바이오메탄 잠재성 평가 수치를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기질과 접종원 비율의 상관관계

기질과 접종원의 비율(Substrate/inoculum ratio) 
은 혐기소화 과정에서 소화조의 크기, 분뇨 
처리량 및 처리속도 등의 계획을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Fernández et al., 
2001). 기질과 접종원의 비율은 다양한 비율
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비율로 실험이 
진행된 이유는 각 접종원의 활성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부족하며, 접종원 활성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Neves et al.
(2004)의 연구에 따르면 혐기소화 연구에서 
기질 / 접종체 비율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Alzate et al. (2012) 연구에서 기질과 접종원
의 비율보다 기질의 종류가 더 큰 영향을 미
치며, 암모니아성 질소값에 기질농도와 기질
/ 접종원 비율이 미치는 영향이 독립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결과적으로 단순 기질 / 접종원 
비율로만 바이오 메탄잠재성을 예측하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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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scription of anaerobic basic medium by Angelidaki and sanders (2004).

다는 기질의 종류에 따른 비율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질과 접종원 간의 비율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 되었는데, 그 중 Angelidaki and 
sanders(2004)의 연구에서 접종원의 부피는 
기질의 농도 × 기질의 부피 × 첫 가수분해 일
/ 기질의 VSS × 기질의 메탄 생성 활성도(g 
CH4-COD/g VSS․d)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기질과 접종원
간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로 
사료되지만, 액상상태의 기질과 접종원간의 
비율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연구되어 고상 
기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6. Medium

일반적으로 미네랄이 풍부한 가축분뇨 및 
혼합 원료에서 medium의 유무는 크게 중요
하지 않지만, 에너지 사료와 같은 단일 원료 
바이오 메탄 잠재성 평가의 경우 미네랄 부
족이 혐기소화 과정을 저해할 수 있다.  
Angelidaki and sanders(2004)의 연구에서 바이
오메탄 잠재성 평가에서 사용하는 medium에 
대해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일반적으로 반

추위액 소화실험에서 사용되는 McDougall 버
퍼용액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Fig. 2). 
이러한 medium의 차이는 이미 확고한 환경
을 이루고 있는 반추위 환경에 비하여 바이
오가스 생산에 사용되는 접종원은 반추위액
과 비교하여 영양성 부족하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혐기소화를 위한 적절한 버퍼의 사용
은 실제 혼합혐기 소화과정에서 보다, 단일 
원료를 통한 바이오메탄 잠재성을 평가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7. 음성대조구, 양성대조구 및 교반

대부분의 실험실 수준의 소화 실험을 진행
할 때에는 음성대조구(blank or negative control)
를 설정하고 실험을 진행하며, 음성대조구는 
접총체 자체가 갖는 효과를 제거하여 기질 
갖는 정확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음성대조구와 별개로 
바이오메탄 잠재성 평가시 대조구를 설정할 
때 표준물질을 이용한 양성대조구(Positive 
control)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실험실 수준의 소화 과정에서 양성 대
조구는 기존에 검증된 물질을 이용하여 실험
의 방향성을 검증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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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e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mong the methane collection type. 

Methane collection 
method

Volume 
measurement Accuracy Analysis 

speed Price Reference

Manometric method Air, Pressure High High High  Concannon et al., 1988
Volumetric method Piston, volume Low High Low  Hamzawi et al., 1998

Liquid, volume Midium Low Low  ISO/DIS 14853
Eudiometer, 

volume High High High  Valcke et al., 1983

를 갖는다. 혐기소화에서 양성 대조구는 기
존에 많이 연구되었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Wall et al. (2013)의 연구에서는 곡물, 
농업부산물에서는 셀룰로오스를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고기, 물고기 등의 동물성 부산물
을 이용한 혐기소화 실험에서는 젤라틴을 양
성 대조구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양성 대조구 설정은 바이오메탄 잠재성 평가
에서 메탄의 발생량을 통해 실험의 정량적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교반은 미생물, 기질, 효소간에 접촉을 늘
려 소화효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다양
한 바이오메탄 잠재성 평가에서 교반의 강도
는 정형화 되어있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가
진다. 교반은 바이오메탄 발생과정과 운동성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Baststone et al. 2009), 다양한 교반의 방법과 
운동성평가, 소화조 크기, 소화물의 용적, 교
반의 횟수 등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여 실제 혐기소화시 적용해야하는 교반
의 최소량 및 적정수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8. 실험 설계 방법

바이오메탄 잠재성 평가는 각 실험단위 
(ecach batch)마다 적어도 3반복 이상 진행되
어야 하며, 실험에 사용된 기질은 균일성이 
높아야 한다. 각 실험에 사용된 테스트 소화
조의 사이즈는 100 ml, 1000 ml 등으로 다양
하게 나타났으며, 가스 포집 방법 또한 피스

톤을 이용한 부피 측정법(Hamzawi et al., 
1998), 액체를 이용한 부피측정법(ISO/DIS 14853), 
압력계를 이용한 압력측정법(Concannon et al., 
1988) 등이 사용되고 있다(Table 4). 각각의 
방법이 장단점이 있지만, 가스를 이용한 부
피측정법은 보통 피스톤를 이용한 측정이 가
장 보편적이며, 빠르게 많은 양의 소화조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확성
은 상대적으로 낮은편에 속한다. 반대로 액
체를 이용한 부피측정법은 정확한 대신 많은 
양을 처리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기압을 
이용한 기압식은 가스의 발생량을 측정하는 
부분은 정확하지만 가스의 성분분석을 위해
서 따로 포집을 해주어야 하는 특징을 가진
다. 게다가, 분석 장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
에 많은 양의 소화조를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가격이 높은 단점도 있다. 각 방법에 장
단점이 있으므로 실험의 조건을 다각도로 생
각하여 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메탄농도의 측정은 가스크로마
토그래피의 방법을 사용하며, flame ionization 
(FID)과 thermal conductivity(TCD) 검출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측
정법은 정확한 측정 방법으로 인식되어 있
고, 측정의 정확도를 위해서는 정확한 샘플 
채취량과 잘 알려진 표준가스를 사용하는 것
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준 가스로 8:2 
비율의 N2/CO2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각 
실험별로 비율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 있다 
(Wang et al., 1994; Bhattad et al., 2012). 메탄
가스의 농도 분석은 분석 장비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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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보다 샘플 채취에서 발생되는 오류의 값
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샘플 채
취 방법을 통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9. 데이터 표기 및 정리법

바이오메탄 잠재성 평가의 결과는 각 논문
별로 완벽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한 
형태의 표기방법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각각 다른 조건과 분석방법에 
다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논문에 명시되어있
는 단위당 메탄의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확한 메탄 발생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실험에 사용된 다양한 조건과 분석방법을 
정확히 명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지
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국내 축산업의 성장에 따라 가축분뇨의 발
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
축분뇨의 자원화는 필수적이다. 가축 분뇨의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국내 분뇨의 특성 평
가, 분석방법 및 바이오가스 생산 잠재성 평
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외의 평가
기준 및 분석방법, 바이오가스 잠재성평가 
방법을 비교하여 바이오매스의 자원화 기준
을 마련하고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가 수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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