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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compare the composting characteristics of food waste supplemented with various bulking 
agents, aerated composting was performed by mixing sawdust, ginkgo leaves, insect feces, 
and mushroom waste at ratios of 6 : 4 (w/w). The initial temperatures (day after treatment 
[DAT] 3) of the sawdust, ginkgo leaves, insect feces and the mushroom waste mixtures were 
39, 58, 65, and 51℃, respectively. The DAT 3 temperature was the highest in the food waste- 
insect feces mixture (65℃) and the lowest in the sawdust one (39℃). However, the insect 
feces treatment was terminated at DAT 21 because of a high water content (70.92%). The 
water content (DAT 56) of the composted food waste supplemented with sawdust, mushroom 
waste, and ginkgo leaves stood at 51.28, 39.81, and 44.92%, respectively. Therefore, the fully 
mature composts satisfied the water content requirement of less than 55% as recommended 
in the fertilizer standards of the RDA of Korea. The results of the CoMMe-101, Solvita and seed 
germination index methods indicate that the mushroom waste and ginkgo leaves treatments 
matured relatively quicker than that of the sawdust one. Based on the above observations, it 
is concluded that the mushroom waste and ginkgo leaves are more effective bulking agents 
compared to sawdust and as such, are recommended as suitable replacements for sawdust 
in food waste com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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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2016년 기준 발생량은 14,389 ton day-1 이었으며, 국내 생활계폐기물

의 약 26.8%를 차지한다(ME, 2017b).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분함량이 80% 이상으로 높아 혐기
상태에서 부패되어 악취가 발생하며, 발열량은 낮아 소각이 어렵다. 매립의 경우 부지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양 및 지하수 오염과 같은 2차 오염을 발생시킨다(Lee at al., 2015).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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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2005년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의 시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새로운 처리방안이 필요하게 되었
다. 2015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약 90.4%가 재활용되며, 이 중 사료화 41.6%, 퇴비화 32.0%, 기
타(바이오가스화 등) 16.8%로 자원화 되고 있다(ME, 2017a). 자원화 방법 중 호기성 퇴비화가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and Lim, 2003).

호기성 퇴비화는 산소가 공급되는 조건에서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시켜 토양개량제인 퇴비를 생산하
는 기술이며, 퇴비와 같은 유기물 시용은 토양 내 유기탄소 함량을 증가 시키는 좋은 방법이다(SLC, 2005; Oh et al., 

2017). Kim et al. (2009)은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를 처리하여 재배한 상추, 배추, 고추, 감자의 수확량이 화학비료 처
리구와 비슷한 생산성을 보였으며, Oh et al. (2016)은 양송이 부산물을 이용한 퇴비로부터 분리한 세균이 식물생장
을 촉진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호기성 퇴비화는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특징인 높은 수분함량과 염분함량으
로 양질의 퇴비를 얻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Kim, 2012). 따라서, 퇴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
분함량과 염분함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양질의 퇴비를 제조할 수 있는 부자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부자재는 퇴비 주원료의 pH, 수분함량, C/N비 등 퇴비화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첨가해주
는 유기물로 대표적으로 톱밥과 코코피트가 있다(Kim et al., 2011). 두 부자재는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높은 수분
함량을 퇴비화 최적 조건인 50 - 60%까지 낮춰주고, 낮은 C/N비율을 퇴비화 최적 비율인 20 - 30 사이로 조절해준다. 

하지만, 톱밥과 코코피트의 공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의 원가를 높이는 인자로 작용하
고 있어 저비용, 고효율의 신규 부자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신규 부자재를 선정하여 퇴비화 진행 과정 중의 온도변화, 이화학적 특성 및 부숙도 등
을 비교하여 최적의 부자재를 제시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퇴비원료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탈수과정을 거친 음식물류 폐기물 탈수케이크(food waste, FW)를 채취하여 퇴비 제조에 

이용하였다. 부자재는 톱밥을 대조구로, 신규부자재로 버섯폐배지, 곤충분변토, 은행낙엽을 퇴비화 평가를 위해 실
험에 사용하였다(Fig. 1). 음식물류 폐기물과 부자재의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food waste composting materials.

Classification pH 
(1 : 10)

EC 
(dS m-1)

Water content 
(%)

T-N 
(%)

T-C 
(%)

C/N 
Ratio

Food waste 7.69 ± 0.11 52.70 ± 1.47 75.38 ± 0.40 3.63 ± 1.41 63.68 ± 0.45 17.54 
Saw dust 5.18 ± 0.03 3.96 ± 0.48 41.29 ± 1.06 1.95 ± 2.05 63.69 ± 10.05 32.73 

Mushroom waste 4.39 ± 0.03 17.52 ± 0.82 15.41 ± 0.19 1.61 ± 0.70 64.16 ± 5.22 39.88 
Insect feces 6.20 ± 0.02 8.18 ± 1.52 64.24 ± 2.78 2.15 ± 2.31 62.61 ± 2.79 29.06 

Ginkgo leaves 3.95 ± 0.02 11.85 ± 2.52 8.81 ± 0.93 0.95 ± 0.10 66.45 ± 2.94 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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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화 장치

본 실험에서 사용된 퇴비화 장치의 모식도는 Fig. 2과 같다. 장치의 주요 구성요소는 퇴비 부숙상자, 온도 센서, 에
어펌프이며, 퇴비 부숙상자는 퇴비화 과정 시 발생하는 열의 손실을 막기 위해 스티로폼 소재로 제작하였다. 퇴비 

부숙상자 내부 크기는 270 mm (W) × 270 mm (D) × 250 mm (H)로, 유효용적은 약 11.6 L이다. 퇴비 부숙상자 외부
에 에어펌프(MA-200, wave point, USA)를 설치하여 퇴비화 기간 중 약 1.7 L min-1의 공기를 퇴비 부숙상자 내에 공급
하였다. 퇴비 부숙상자 내·외부에 온도계(Tuban, Digital thermometer, China)를 설치하였다.

Fig. 2. Food waste composting apparatus.

Fig. 1. Photograph of bulking agent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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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화

퇴비화 최적 수분함량인 50 - 60%를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과 부자재를 6 : 4 (w/w)의 비율로 총 무게 3 kg이 되
도록 혼합하였다. 퇴비화 초기 단계에서 온도상승을 위해 생석회(BKP-95, Back Kwang mineral, Korea) 90 g을 첨가
하였다. 호기성 미생물 우점을 위해 가축분 퇴비(Kyeryong husbandry, Korea), 유용미생물(EM Farm, Korea)을 각각 90, 

30 g 첨가하였으며, 영양 배지로 설탕(Beksul, Korea) 35 g을 증류수 35 mL에 녹여 첨가하였다. 퇴비화는 총 56일간 실
시하였다.

퇴비 분석

퇴비화 시작 후 매일 16시에서 17시 사이에 퇴비 부숙상자 내·외부 온도를 측정하여 온도변화를 관찰하였다. 7일 

간격으로 뒤집기 실시 후 퇴비 시료를 채취하여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기준 (̀RDA, 2017)에 따라 분석
하였다. 수분함량은 뒤집기 후 채취된 시료를 105℃에서 24시간 이상 건조하여 측정하였다. pH와 EC는 분쇄한 건조
시료 3 g을 증류수 30 mL로 희석 후 30분간 진탕하여 1시간 정치 후 pH meter와 EC meter (ORION versastar pro, Thermo, 

USA)로 측정하였다. T-C와 T-N은 Elemental analyzer (Flash EA 1112sesries, Thermo, USA)를 이용하였다.

퇴비부숙도

퇴비의 부숙도를 판정을 위해, CoMMe-101법, Solvita법 그리고 종자발아법의 총 3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CoMMe-101법
이물질이 제거된 퇴비를 전용용기에 채우고 Kit를 뚜껑에 고정시켜 밀봉 후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부숙도 

판정기(CoMMe-101, E&A Teck, Korea)로 측정하여 부숙 80% 이상을 부숙 완료로 판정하였다.

Solvita법
이물질이 제거된 퇴비를 전용 용기에 채우고, NH3와 CO2 패들을 용기 내 퇴비에 고정시킨 후 밀봉 후 상온에서 4

시간 반응 시켰다. 패들을 Solvita DCreader (Solvita dcreader, Solvita & Woods End Laboratories, USA)로 측정하고 표준
차트와 비교하여, 부숙도 4이상을 부숙 완료로 판정하였다.

종자발아법
퇴비 1 g에 증류수 50 mL를 가하여 80℃ water bath에서 2시간 열수 침출 후 No. 2 (Whatman, UK), 110 mm 여과지로 

침출액을 여과하였다. 여과액을 여과지가 깔린 petri dish에 5 mL, control에는 증류수 5 mL를 가하였다. 사용된 종자
는 서호무 종자(Seoho, Nongwoo, Korea)로 petri dish당 30립으로 하였다. 생육상 온도를 25 - 28℃로 조절하여 총 5일
간 배양하였다. 발아율과 뿌리 길이를 측정하여 종자발아지수(germination index, GI)를 산정하였으며 발아지수 70이
상을 부숙 완료로 판정하였다(식 (1) - (3)).

Germination rate (GR) = (발아율 / control 발아율) × 100                                                                                                              (1)

Relative (RE) = (뿌리길이 / control 뿌리길이) × 100                                                                                                                     (2)

Germination index (GI) = GR × RE / 1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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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퇴비화 과정 중 온도변화

퇴비화는 중온단계, 고온단계, 후숙단계를 거치며, 퇴비화 초기에 중온균이 우점하여 분해되기 쉬운 비교적 저분
자의 물질들을 분해해 온도를 상승시킨다(Jung et al., 2002).

본 연구의 퇴비화 과정 중 온도변화는 Fig. 3과 같다. 퇴비화 초기에 모든 처리구에서 퇴비화 기간 중 최고 온도를 

나타냈으며, 곤충분변토 처리구가 65℃로 가장 높았다. 모든 처리구에서 day after treatment (DAT) 3 이후 온도가 하강 

하였으며, 1차 뒤집기(DAT 7)와 2차 뒤집기(DAT 14) 이후 소폭으로 온도가 상승하였다. 모든 처리구에서 3차 뒤집기 

이후부터는 외부온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톱밥 처리구는 1차 뒤집기 이후에 온도가 상승하였으며, 2차 뒤집기 이
후까지 온도상승이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나 타 처리구에 비해 퇴비화가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Variations in temperature during food waste composting (FW : BA = 6 : 4). FW, food waste; BA, bulking 
agent. 

퇴비화 과정 중 특성변화

수분함량
수분함량은 미생물의 생육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적 조건(50 - 60%)을 맞춰주어야 한다(Jeon and 

Dang, 1996). 또한 비료공정규격의 퇴비는 수분함량 55% 이하를 만족하여야 하므로 제조 퇴비의 중요한 인자이다. 

부자재 혼합직후(DAT 0) 수분함량은 곤충분변토 처리구가 71.73%로 가장 높았으며, 톱밥 처리구 59.20%, 버섯폐
배지 처리구 52.70%, 은행낙엽 처리구 46.08%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4). 음식물류 폐기물에 비해 수분함량이 낮은 

부자재를 혼합하여 대부분의 처리구에서 수분함량이 낮아졌지만, 곤충분변토 처리구는 부자재의 높은 수분함량
(64.2%)으로 최적 수분함량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톱밥과 버섯폐배지 처리구는 최적 수분함량으로 나타났으
며, 은행 낙엽처리구는 은행 낙엽의 낮은 수분함량으로 인해 최적 수분함량에 비해 약 4% 가량 낮았다. 따라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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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류 폐기물과 부자재의 수분함량에 따라 적절한 혼합 비율을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톱밥과 버섯폐
배지 처리구는 퇴비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분의 증발로 인하여 수분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수분이 과도하게 

증발할 경우 인위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곤충분변토 처리구는 DAT 21에 수분함량 과다
(70.9%)로 인한 부패로 이후 실험을 종료하였다. DAT 56 퇴비화 종료 후 처리구별 수분함량은 톱밥 처리구 51.28%, 

버섯폐배지 처리구 39.81%, 은행낙엽 처리구 44.92%로 비료공정규격의 퇴비 수분함량 55% 이하를 만족하였다.

Fig. 4. Variations in water content during food waste composting (FW : BA = 6 : 4). DAT, day after treatment.

Fig. 5. Changes in pH during food waste composting (FW : BA = 6 : 4). DAT, day after treatment

pH

퇴비화 미생물의 생육 최적 pH는 선행 연구마다 다르므로(Huh and Han, 1999, 5.5 - 9.5; Nam and Choi, 1993, 5.5 - 8.5; 

Tchobanoglous et al., 1993, 6.5 - 8.0),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5.5 - 9.5

의 범위를 최적 pH로 설정하였다. 음식물류 폐기물 및 부자재의 pH는 3.95 - 7.6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발열과 

pH조절을 위해 첨가한 생석회의 영향으로 톱밥 처리구 pH 10.8, 버섯폐배지 처리구 pH 10.6, 곤충분변토 처리구 pH 

11.7, 은행낙엽 처리구 pH 10.7로 조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Kang et al. (2003)에 의하면 퇴비화 과정 중 pH는 유기물 

분해로 인해 생성되는 유기산에 의해 초기 2 - 3주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후 질소성분이 분해되면서 생성된 

암모니아가스에 의해 다시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도 DAT 7에 pH가 급격히 감소한 후 퇴비화가 진행되면서 pH가 상
승하였고, DAT 56 퇴비화 완료 후 톱밥 처리구 pH 8.4, 버섯폐배지 처리구 pH 8.5, 은행낙엽 처리구 pH 8.6 이었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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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s in EC during food waste composting (FW : BA = 6 : 4). FW, food waste; BA, bulking agent; 
DAT, day after treatment.

Electric conductivity (EC)

DAT 0 처리구별 EC는 톱밥 처리구 37.19 dS m-1, 버섯폐배지 처리구 40.69 dS m-1, 곤충분변토 처리구 40.69 dS m-1, 

은행낙엽 처리구 43.67 dS m-1 였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높은 EC (64.73 dS m-1)와 생석회의 첨가로 인해 퇴비의 

EC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퇴비화가 진행됨에 따라 DAT 21까지 EC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DAT 21 - 

28 이후 모든 처리구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DAT 56 퇴비화 완료 후 EC는 톱밥 처리구 37.70 dS m-1, 버섯
폐배지 처리구 51.50 dS m-1, 은행 낙엽 처리구 57.20 dS m-1 였다(Fig. 6).

퇴비화 과정 중 부숙도 변화

부숙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퇴비를 토양에 시용하면 토양에서 고분자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일어나는 발열반
응에 의해 종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Morel et al., 1985). 퇴비화 기간 중 부숙도 변화는 Table 2와 같다. 버섯 폐배
지와 은행낙엽 처리구가 톱밥 처리구에 비해 부숙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DAT 7 은행낙엽 처리구가 Comme-101이 4 

(부숙완료, 80%), Solvita가 6 (부숙후기)로 가장 빠르게 부숙이 완료 되었다. 톱밥 처리구가 가장 늦게 부숙이 진행되
었으며, DAT 21에 Comme-101이 4 (부숙완료, 80%), Solvita가 7 (부숙완료), 종자발아지수 107로 비료공정규격을 만
족하였다. 은행 낙엽 처리구가 가장 빠르게 부숙이 되는 것은 다른 부자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고, 통기성
이 좋아 호기성발효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food waste composting materials.

Bulking agent

Compost maturity
CoMMe-101x Solvitay Germination index (%)z

DAT 
7

DAT 
14

DAT 
21

DAT 
28

DAT 
56

DAT 
7

DAT 
14

DAT 
21

DAT 
28

DAT 
56

DAT 
7

DAT 
14

DAT 
21

DAT 
28

DAT 
56

Saw dust 3 3 4 4 4 5 5 7 7 7 NA 82 107 123 142
Mushroom waste 3 3 4 4 4 6 6 6 7 7 NA 99 125 138 141

Insect feces 3 3 NA NA NA 6 6 NA NA NA NA 90 NA NA NA
Ginkgo leaves 4 4 4 4 4 6 6 6 7 7 NA 92 113 125 164

DAT, day after treatment; NA, not applicable. 
x CoMMe-101: Official standard > 4. 
y Solvita: Official standard > 4. 
z Germination index: Official standard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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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부자재의 종류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퇴비화 과정 중 온도, 수분함량, pH, EC, 부숙도 변화의 결과를 토대로 

퇴비화에 가장 효율적인 부자재 탐색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퇴비화 과정 중 온도변화는 톱밥 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퇴비화 초기에 최고 온도를 나타냈으며, 톱밥 처리구는 1차 뒤집기 이후 최고 온도를 나타냈다. 모
든 처리구에서 1차 뒤집기와 2차 뒤집기 이후 온도가 재상승하였으며 3차 뒤집기 이후부터는 외부 온도와 유사하
게 나타났다. 생석회의 영향으로 퇴비화 초기의 pH는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퇴비화가 진행됨에 따라 DAT 

7 이후 7.4 - 8.7 사이로 안정화 되기 시작되었으며, 퇴비화 종료 후 8.3 - 8.7로 나타났다. 수분함량은 퇴비화 초기 톱
밥과 버섯폐배지 처리구에서 50 - 60% 사이로 최적 수분함량으로 나타났으며, 곤충분변토 처리구는 수분함량 과다
(70% 이상)로 DAT 21 이후 실험을 종료하였다. 수분함량은 시간이 경과함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적정량 이
하로 감소 할 경우 원활한 퇴비화를 위해 수분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숙도 측정결과, 공기와 접촉 면적
이 넓은 은행 낙엽 처리구에서 DAT 7 부숙이 완료 되어 가장 빠르게 퇴비화가 진행되었으며, 모든 처리구에서 DAT 

21 이후 부숙이 완료되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부자재 중 곤충분변토는 실험 중 높은 수분함량으로 인하여 부패되
어 실험을 DAT 21에 종료하였지만, 버섯폐배지와 은행낙엽이 대조구인 톱밥에 비해 퇴비화 초기에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여 부숙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른 부숙도 평가 결과, 버섯폐배지와 은행낙엽이 톱밥에 비
해 부숙이 빠르게 완료되었으며, 은행낙엽은 DAT 7 (Solvita)에 부숙이 완료 되었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 

제조 시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급이 가능한 저비용, 고효율의 신규 부자재 선정 시 버섯폐배지와 은행낙
엽은 톱밥을 대체 할 수 있는 부자재로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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