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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시설에서 생산된 퇴비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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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ood waste has been widely considered as a recycling resource to be applied to agricultural lands due to 

the effects of organic matter and nutrient for plant productivity. but the maturity and salt concentration in the compost 

produced from food waste processing facilities should be considered firstly, which was little information on compost 

quality produced from food waste treatment facility. In this study, we examined actual situation of food waste processing 

facility on the composting of food waste and evaluated the characteristics of composts produced from food waste processing 

facilities. The quality of composts was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criteria of fertilizer processing manual. The 46% 

of food waste treatment facility registered composting produced actually the compost mixed with food waste or animal 

waste. The compost maturity and salt concentration as indicators of the quality of compost were not met 46.8% of composts 

collected from food waste processing facilities to the criteria of fertilizer processing manual. Also, 15.6%(moisture) were 

not satisfied with the criteria. In conclusion, the compost produced from food waste processing facilities is firstly required 

with better compost maturity and reduced salt concentration in order to use to agricultural lands as an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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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분함량이 80% 이상으로 높고 혐기

적 상태에서 부패하여 악취가 발생한다. 게다가 낮은 발열

량으로 소각처리가 어렵고, 매립은 부지확보가 어려울 뿐

만 아니라 토양 및 지하수오염과 같은 2차 오염문제를 야기

한다(Kim and Kim, 2000).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2005년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금지 정책이 시행되

었고, 자원화 장려 정책에 따라 2013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의 95% 이상 자원화 되었다. 자원화방법에 따라 호기성 

퇴비화, 혐기성 퇴비화, 건식 사료화, 습식 사료화 등으로 

구분되며 방법에 따라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이 상이

하나, 호기성 퇴비화의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Lee and Lim, 2003).

퇴비화의 정의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어 안

정화되는 과정이며, 그 최종물질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

아야하고, 토양에 시용 될 수 있어야하며, 저장하기에 충분

한 부식토 상태의 물질로 변화시키는 생화학적 공정 또는 

고체 폐기물의 유기성분을 인위적으로 만든 조건하에서 연

속적으로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것이다(Kim and Jung, 

2006). 퇴비화의 정의에는 농업적 이용을 위한 퇴비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차원의 퇴비화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유기물과 양분에 의해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

성 개량 및 농작물에 양분을 공급, 그리고 장기간 연용에 

따른 농작물에 대한 위해성이 낮아야 한다(Sikora and 

Sullivan, 2000; Sullivan et al., 1998; Touart, 1999). 그러

나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에 포함된 이물질 및 높은 염분

(NaCl)함량 등으로 인해 농경지 사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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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Kwon et al., 2009ab; Lee 

et al., 2000).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공정에 있어서도 염분함량의 

기준을 맞추면서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 염분을 세정하여 

탈수하는 공정을 두고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의 염분함

량(NaCl)이 최대 1%일 때 물기를 짜내면 염분함량이 0.5 

- 0.8%로 감소되고, 이를 물로 한번 헹구면 염분함량은 

초기 농도의 1/3로 감소된다(Phae et al., 200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퇴비화 할 때 톱밥과 같은 수분 및 

통기개량제를 50% 가량 섞으면 최종 생산된 퇴비에는 염

분함량이 0.4% 정도된다(Phae et al., 2002). 또한 염분함

량이 낮은 가축분뇨와 함께 섞어서 퇴비화 하거나 다른 퇴

비를 섞어서 사용하면 염분의 농도를 줄일 수 있다(Phae 

et al., 2002). 그러나 이러한 탈수공정은 부대적인 설비와 

가수에 의해 고농도의 폐수가 발생하는 문제와 더불어 운

영비용이 발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류폐기물 

퇴비화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의 품질특성에 대한 실

태조사는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국 음식

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과 퇴비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품질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퇴비시료채취 

음식물류 처리시설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213 개소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 중 퇴비화시설로 분류된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퇴비화 시설로 등록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방문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실태를 조사

하였다. 음식물류 페기물의 처리는 원료가공, 중간처리, 퇴

비화시설을 통한 퇴비생산 공정으로 세분화하였다. 특히 

퇴비화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혼합비율 및 부숙화, 

그리고 선별유무와 유통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퇴비화시설에서 퇴비를 생산하는 등록업체 51 개소에서 부

숙직후의 최종퇴비, 저장 및 포장된 최종 퇴비를 수거하였

고, 4℃ 저온에서 수거된 퇴비시료를 보관하여 퇴비품질을 

조사하였다.

2. 퇴비분석 

퇴비는 비료공정규격에 공시된 분석방법에 준하여 분석

하였다(RDA, 2013). 수분함량은 300 g 퇴비시료를 80℃

에서 24시간 건조한 후에 105℃에서 8시간 재건조 및 건조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수분함량을 측정 후 

건조시료를 분쇄하였고, 2 mm로 거른 시료를 분석에 이용

하였다. 유기물 함량은 회화법으로 측정하였고, 전질소함

량은 원소분석기로 측정하였다. 퇴비의 염분과 유해중금속

은 분쇄시료 0.5에 conc.HNO3 5 mL를 가한 후에 24시간동

안 후드장치에 정치하였고, 전열판의 온도를 150℃로 조정

하여 HNO3을 증발시켰다. 그리고 Ternary solution 

(HNO3: H2SO4:HClO4 = 10:4:1) 10 mL를 이용하여 분해 

및 여과하였다. 전질소는 킬달법, 인산은 ammonium 

vanadate법, 양이온과 중금속은 ICP로 측정하였다. 

3. 퇴비부숙도 

퇴비의 부숙도를 평가하고자 종자발아지수를 조사하였

다. 분쇄시료 1 g에 증류수 50 mL를 가하여 80℃에서 2시

간동안 열수 침탕하였다. 그 다음 No. 2 여과지에 침출액을 

여과하였고 여액을 90 mm 페트리디쉬에 5 mL을 가한 후

에 퇴비의 침출액 시료 당 3반복으로 무종자(Raphanus 

sativus L.) 30립을 넣어서 30℃에서 5일간 배양하여 무종

자의 발아율과 뿌리신장을 조사하였다. 이때, 대조구는 증

류수를 이용하였다. 종자발아지수(GI)는 아래의 식을 이용

하였다(RDA, 2013). 

GR = (발아율/대조구의 발아율) × 100

RE = (뿌리 길이/ 대조구의 뿌리 길이) × 100

Germination index(GI) = (GR×RE) / 100

여기서, GR (germination rate)은 발아율, RE (root extension)

는 뿌리신장을 의미한다.

4. 퇴비품질 평가 

퇴비품질의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서 품질기준과 관계없

이 분석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중앙

값으로 나타내었다. 퇴비품질은 비료공정규격법상에서 부

숙유기질비료의 일반퇴비기준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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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tatus of food waste processing facility in Korea.

 Contents Composting facility Processing Capacity Total capacity

Region (%)　 (ton/day) (%) (ton/year) (%)

Processing 

  Raw material 7 6.9 382 5.7 87,208 4.9

  Intermediate 18 17.6 1,921 28.7 517,656 28.9

  Composting 51 50.0 3,117 46.6 827,271 46.2

 Facility switch 8 7.8 468 7.0 112,407 6.3

 Facility closed 4 3.9 283 4.2 72,425 4.0

 No visit 14 13.7 819 12.2 173,097 9.7

 Total 102 100 6,990 100 1,790,064 100

III. 결 과

1.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시설 현황

2012년 기준,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

물류 폐기물의 연간 총 처리량은 4,087 천 톤이었다. 음식

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중 퇴비화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연간 1,790 천 톤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연간 총 처리량의 43.8%를 차지하였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중 퇴비화시설의 음식물류 폐

기물의 처리현황을 세분화하였다(Table 1). 음식물류 폐기

물을 기계적으로 파쇄한 후 코코피트와 혼합하여 원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7개소로 연간 87 천 톤을 처리하고 있었

다. 중간처리로 구분된 시설은 파쇄 및 가수, 그리고 탈수공

정으로 연간 517 천 톤 처리하고 있었으며, 이는 퇴비화시

설의 연간 총 처리량의 28.9%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퇴비화 공정을 통해 퇴비를 생산하는 처리시설은 51 개소

로 연간 827 천 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톱밥 또는 가축분, 그리고 석회를 혼합하여 밀폐형과 개방

형의 부숙시설로 퇴비를 생산하고 있었다. 나머지 12개소 

중 8개소는 바이오가스, 매립, 소각시설로 전환되었으며, 

4개소는 휴·폐업된 상태이었다.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중 퇴비화시설로 등록

된 처리시설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처리량의 33.8%인 

연간 604 천 톤이 처리시설에서 기계적 처리공정을 걸친 

후, 원료처리물과 중간처리물을 처리시설 외부에서 처리하

고 있었다. 특히, 외부시설에서 원료 및 중간처리물의 퇴비

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경지의 작물생산성과 관련이 

높은 유기물 및 염분함량과 같은 사용기준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퇴비화를 위한 부자재의 

혼합비율, 부숙공정, 그리고 유통현황을 조사하였다(데이

터는 표기하지 않았음). 퇴비화를 위한 부자재는 톱밥, 가

축분, 코코핏트 등을 사용하고 있었고, 퇴비를 생산하는 51

개소 중 86%가 톱밥과 중간처리물을 혼합하고 있었다. 그

러나 혼합비율은 지역 및 계절요인에 따라 처리시설별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퇴비화를 위한 부자재 혼합비율은 중

간처리물을 기준으로 톱밥과 가축분이 각각 10 - 80%와 

10 - 50%이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료특성이 지역 및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퇴비화를 위해서는 부자재별 혼합비율의 규격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퇴비의 부숙공정은 밀폐형과 개방형이 

각각 47와 53%를 차지하고 있었고, 지차체가 관리하는 공

공시설은 대부분 밀폐형이었고, 민간시설은 개방형 부숙공

정이 우세하였다. 퇴비부숙공정을 거친 후에 78%가 이물

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별과정을 실시하고 있었다. 최종

퇴비의 유통은 20개소가 유상으로 퇴비를 판매하고 있었

고, 퇴비판매는 주로 민간시설의 퇴비가 주를 이루고 있었

다. 특히, 공공시설 31개 중 26개소가 주로 지역농가에 무

상으로 공급하고 있었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용한 퇴비품질 특성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퇴비의 품질특성 분

포를 조사하고자 51개소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시설 중 

32 점의 퇴비에 대한 퇴비품질을 평가하였다. 비료공정규

격법상에는 퇴비 품질특성의 기본항목을 수분, 유기물, 유

기물/질소, 그리고 염분함량을 규정하고 있다(비료공정규

격). Figure 1과 같이, 퇴비의 수분함량은 비료공정규격상

에 55% 미만으로 정하고 있지만, 조사한 퇴비의 수분함량 

범위는 20.2 - 64.6%이었고, 15.6%가 기준미달이었다. 

그러나 유기물 함량과 유기물 / 질소비 범위는 각각 43.3 

- 80.7%와 14.6 - 44.1 이었고, 비료공정규격 기준인 유

기물 30%이상과 유기물 / 질소비 45 이하를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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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moisture, organic matter(OM), OM/N, NaCl contents in compost produced from food waste processing facility 

(n=32).

Table 2. Marcro-nutrient concentration in compost produced from food waste processing facility

Contents
Nutrients (%)

T-N P2O5 K2O CaO MgO

Minimum 1.32 0.81 0.16 2.23 0.22 

median 2.87 2.01 0.66 8.36 0.43 

Maximum 4.59 3.23 6.42 17.35 2.94 

Mean 2.80 2.09 1.13 8.73 0.72 

퇴비 32점의 염분함량(NaCl)은 0.82 - 4.67% 범위로 

46.8%의 퇴비는 염분함량 2.0% 이하 기준을 충족하지 않

았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퇴비에 포함된 양분

의 분포특성은 Table 2와 같다. 전질소(TN)함량은 1.32 

- 4.59%이었고, 평균 2.80%를 포함하고 있었다. 인산과 

가리는 각각 0.81 - 3.23%와 0.16 - 6.42% 이었고, 칼슘

과 마그네슘함량은 각각 2.23 - 17.4%와 0.22 - 2.94%이

었다. 

작물재배를 위한 밭토양에 밑거름의 퇴비시용량은 20 

Mg ha
-1
으로 추천하고 있다(NAAS, 2010). 예를 들어 수

분함량을 50%라고 가정할 때 질소투입량은 131.6 - 459 

kg ha
-1
이다. 특히 459 kg ha

-1
의 질소량은 수박 재배에 

필요한 총 질소추천시비량인 320 kg ha
-1
에 비해 43%의 

질소가 토양에 시비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한 

퇴비의 농경지 시용에 대한 문제점으로 염분함량이 지적되

고 있으며, 부적절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이용한 퇴비의 시

용은 농경지의 염류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음식물

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를 농경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퇴비의 염분함량도 중요하지만, 질소성분을 기준

으로 한 적절한 시비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퇴비침출액을 이용하여 종자발아율, 뿌리신장을 조사하

였다. 배양기에서 5일 동안 정치한 증류수 처리구의 무종자 

발아율은 95%, 뿌리길이는 2.74 cm이었다. 퇴비침출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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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mination index of radish seeds germinated in the 

solution of food waste-processed compost.

처리한 퇴비시료의 종자발아율은 28.3 - 88.3%, 뿌리길이

는 0.0 - 5.99 cm 사이에 있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퇴비

부숙도 지표로 사용되는 종자발아지수(Germination index: 

GI)는 0 - 176.6 사이로 평가되었고, 평균 GI는 75.5이었

다. 퇴비시료 32점 중 46.8%가 비료공정규격상 퇴비의 GI 

70 이상으로 규정한 기준을 밑돌았다. 따라서 음식물류폐

기물 처리시설에서 생산한 퇴비는 퇴비부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IV. 결 론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시설의 처리현황과 퇴비의 

품질특성을 평가하였다. 102개소 퇴비화시설 중 원료와 중

간처리시설은 각각 4.8%와 28.9%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

히, 퇴비화공정을 통해 퇴비를 자체 생산 하는 음식물류 폐

기물 처리시설은 51개소로 46%를 차지하였다. 퇴비화를 위

한 부자재는 주로 톱밥을 사용하고 있었고, 톱밥을 10 - 

80% 혼합하여 부숙한 퇴비는 대부분 선별과정을 걸친 후에 

농가에 무상공급 및 유상판매로 유통되고 있었다. 퇴비시료

(32점)의 품질특성을 평가한 결과, 염분함량과 부숙도는 각

각 46.8%, 수분함량 항목의 15.6%가 비료공정규격의 기준

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

리시설에서 생산한 퇴비를 농경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퇴

비의 염분함량 및 부숙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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