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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od waste causes various economic losse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such as 
soil pollution and groundwater pollution. Food waste has been used as a resource in various 
forms and has been used mostly for feed and composting. This study compared microalgal 
nutrient medium (BG-11) with food waste compost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using it 
as a culture medium. Scenedesmus quadricauda was isolated and cultured in an eutrophic 
reservoir and incubated for 3 days in distilled water before laboratory use. Food waste 
compost was produced in two food waste processing facilities, and hot water was extracted in 
the laboratory to be used for microalgae cultivation. The growth curve of the microalgae was 
analyzed based on the Chl-a concentration measured during the experiment, and the growth 
rate of the microalgae grown in the food waste compost was compared with the growth rate 
of those grown in the nutrient medium. Food waste compost showed a similar growth rate 
to that of the nutrient medium, and there was a difference depending on the manufacturing 
facility. The growth of microalgae in such food waste was further amplified when trace 
elements were added and showed better growth than that of the nutrient media. Particularly, 
when trace elements were added, the growth rate increased, and the growth period was 
further extended. Therefore, food waste compost can be sufficiently utilized as a microalgal 
culture medium, and if trace elements are added, it is considered that microalgae can be 
more effectively cultured compared to the existing nutrient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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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분함량이 80% 이상으로 높고 혐기상태에서 부패하여 악취가 발생하
며, 여러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Kim and Kim, 2000). 낮은 발열량으로 소각처리가 어렵고 매
립은 부지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토양 및 지하수 오염과 같은 2차 오염문제를 야기한다(Lee 

and Ahn, 2000).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의 약 90.4%가 자
원화 되었으며, 그중 사료화 41.6%, 퇴비화 32.0%, 기타 16.8% (바이오가스화)의 비율로 자원
화 되었다(ME, 2017; Lee et al., 2019). 자원화 방법에 따라 호기성 퇴비화, 혐기성 퇴비화, 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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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화, 습식사료화 등으로 구분되며 방법에 따라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이 상이하지만 호기성 퇴비화의 경제
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Hong, 2001; Lee and Lim, 2003). 더욱이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퇴비화는 효과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Lee et al., 2015).

이러한 퇴비는 고농도의 인과 질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의 영양원으로써 작용
할 수 있다. 특히 논과 밭에 살포된 퇴비가 강우기에 하천 및 호수로 유입되어 수중의 영양염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수중에서 식물성플랑크톤(미세조류)의 대발생을 유도한다(Choi et al., 2009; Kim et al., 2011).

미세조류는 식물체와 같은 분류체계에 속하지만 식물체 보다 광합성 효율이 높고 빠른 성장속도 뿐만 아니라 

성장을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질함량이 높아 각종 원료 작물들보다 높은 지질 생산성을 가진
다(Ji et al., 2016). 종에 따라서 다양한 지방과 탄화수소 그리고 오일 등을 생산하고 있다. 미세조류를 이용한 상업
적 응용 분야는 폐수처리, 이산화탄소 고정화를 이용한 대기 오염 정화, 양식 사료, 건강 식품 소재, 생리활성 물질 

생산, 가공용 소재, 의약품 소재, 3세대 바이오매스 소재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고부가 가치의 유
용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Demirbas, 2010; Kang et al., 2012; Ahn et al., 2015; Lee et al., 2016).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를 미세조류의 대량 배양배지로써 사용할 수 있다면 미세조류를 이용한 다양한 고부가가치의 유용산물을 생
산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를 배양배지로 활용하여 담수환경에서 주로 관찰되는 Scenedesmus 속 미세조류
를 배양하였으며 영양배지와 비교하여 미세조류 배양배지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의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소(food waste processing facilities, FPF) 2 곳 (FPF-A, FPF-B)에서 퇴비화 과정을 

모두 거쳐 완성된 퇴비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한 퇴비는 대부분 호기성 퇴비화로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1) 퇴비 원료 투입 후 1차 이물질 선별. 2) 선별이 완료된 원료는 파쇄과정을 거친 후 탈수하여 높은 

수분함량을 일정부분 조절. 3) 부자재 (톱밥 등)를 혼합하여 퇴비화 적정 수분함량인 50 - 60%로 조절 후 발효 (부
숙)를 진행. 4) 발효과정 이후 후부숙 단계를 거치며, 후부숙이 완료된 퇴비는 2차 선별하여 퇴비 제품으로 생산. 퇴
비화 과정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법적 규격인 비료공정규격의 퇴비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Table 1).

미세조류 분리 및 실험실 배양

실험에 사용된 Scenedesmus quadricauda는 2010년 8월에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신갈 저수지(37°14�02.9��N, 127°
05�,49.1��E)에서 현장수를 채수하여 실험실로 저온 운반하였으며 Capillary method (Guillard, 1975)를 이용하여 단일
세포를 분리하였다(Fig. 1). 현미경(Axiovert A1, ZEISS, Oberkochen, Germany)을 통해 S. quadricauda 세포의 형태적
인 특징을 사진기(Axiocam 503 color, ZEISS, Oberkochen, Germany)로 촬영한 후 ZEN (version 3.2, ZEISS, Oberkochen, 

Germany)을 이용하여 세포의 크기 및 길이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S. quadricauda 세포 형태 특징과 도감(Jeong, 1993; 

Park, 2012) 에서 묘사하는 형태적 특징을 비교하여 종을 동정하였으며 생물자원센터(Korea Collection for Type 

Cultures)에 기탁하여 strain number (AG40095)를 부여받았다. 분리한 S. quadricauda 세포는 실험실에서 액체상태
의 BG-11 배지에 접종하고온도 25℃ 와 30 µmol·E-1·cm-2 (L : D = 14 : 10)의 광도에서 1개월 이상 배양기(VS-1500, 

VISION, Deajeon, Korea)에서 배양하였다. 실험실에서 배양한 S. quadricauda는 실험에 사용하기 전에 영양염이 없는 

증류수에서 3일 동안 배양하여 세포내 축적되어 있는 영양염을 모두 소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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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 of Scenedesmus quadricauda isolated from singal reservoir in Yongin city, Kyunggi-do.

Table 1. Compost standard of fertilizer process standard.

Fertilizer type Content of specification (%) Maximum amount of 
harmful ingredients Other specification

Compost Organic matter:  30 or more 1. About dried sample 1. Organic to nitrogen ratio of 45 or less
Arsenic 45 mg·kg-1 2. About dried sample
Cadmium 5 mg·kg-1 - NaCl: 2.0% or less
Mercury 2 mg·kg-1 3. H2O: 55% or less
Lead 130 mg·kg-1 4. Maturity: Should be more than the criteria for the 

judgment in any of the following item.
A. coMMe: Fully matured
B. Solvita: Curing stage or  fully matured
C. Seed germination method: 

Chromium 200 mg·kg-1 

Copper 360 mg·kg-1 

Nickel 45 mg·kg-1 

Zinc 900 mg·kg-1 Germination index 70 or more
2. The following pathogenic 5. HCl Insoluble Substance: 25% or less

microorganisms are not detected
Escherichia coli O157 : H7
Salmonella spp.

음식물류 폐기물배지를 활용한 성장 실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소 두 곳(FPF-A, FPF-B)에서 부숙이 완료된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 50 g을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를 활용한 조류의 성장 실험은 퇴비의 부숙도 평가 방법 중 하나인 종자발아법
을 변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RDA, 2018).

퇴비 10 g을 증류수 200 mL에 현탁하고 70℃ dry oven에서 2시간 동안 열수 추출하였다. 2시간 동안 추출한 추출
액은 20 μm Mesh 로 여과하여 큰 고형물질을 제거한 후 GF/C 여과지(Whatman, Maidstone, USA)를 사용하여 미세
한 고형물 완전히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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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desmus quadricauda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포성장에 필수적인 미량원소(H2BO3, MnCl2•4H2O, 

ZnSO4•7H2O, Na2MoO4•2H2O, CuSO4•5H2O, Co(NO3)2•6H2O)를 BG-11 영양배지의 미량원소 농도와 동일하게 추출
물에 첨가하였다(Stanier et al., 1971). 미량원소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량원소를 첨가한 실험군과 미량원소를 

첨가하지 않은 실험군으로 나누어 접종하였다.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식물플랑크톤 배양
에 주로 사용되는 BG-11 영양배지를 사용하였다(Stanier et al., 1971; Rippka et al., 1979).

음식물류 폐기물과 영양배지 사이의 미세조류 성장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1) Control: 증류수, (2) T1: BG-11 주입, (3) 

T2: FPF-A 퇴비 추출물, (4) T3: FPF-A 퇴비 추출물 + 미량원소주입, (5) T4: FPF-B 퇴비 추출물, (6) T5: FPF-B 퇴비추출
물 + 미량원소주입 총 6개 실험군을 준비하였으며 각 실험군은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광도 60 μmol·E-1·m-2, 온도 25℃ 

로 설정한 배양기(VS-1500, VISION, Daejeon, Korea)에서 광주기를 14 : 10 으로 설정한 후 7일 동안 배양하였으며 24시
간 간격으로 각각의 처리군에서 10 mL을 채수하였다. 각 처리군에서 채수한 시료를 사용하여 Chlorophyll-a를 측정하
였다.

Chlorophyll-a 및 수질 분석

Chlorophyll-a (Chl-a)분석은 Scenedesmus quadricauda 배양액 5 mL를 취하여 GF/C 여과지로 여과하여 배양액과 

미세조류 세포를 분리하였다. 여과한 여과지에 90% 아세톤 10 mL을 첨가한 후 냉암소(약 4℃)에 24시간 동안 보관
하여 Chl-a를 추출하였다. Spectrophotometer (Optizen 3220, Mecasys, Daejeon, Korea)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고 

Standard methods (APHA, 2005)에 의거하여 Chl-a 농도를 계산하였다.

수질분석은 Standard methods (APHA, 2005)에서 제시한 방법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TN (total nitrogen)과 TP 

(total phosphorus)는 조류 배양액 원수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암모니아(NH4-N), 질산염(NO3-N), 아질산염(NO2-N), 

인산염(PO4-P)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는 GF/F 여과지(Whatman, Maidstone, USA)로 식물플랑크톤 세포를 여과
한 후 분석하였다. NH4-N와 NO2-N은 각각 Phenate 방법과 Colorimetric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NO3-N 은 

Cadmium reduction법으로 분석하였다. TN은 과황산칼륨으로 분해한 후 Cadmium reduction법으로 측정하였다. TP

와 PO4-P는 Ascrobic acid법으로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와 영양배지에서 배양한 미세조류의 Chl-a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PASW statistics 18 (version 18.0.0, IBM SPSS software, New York, USA)를 사용하여 one-way ANOVA분석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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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of Chlorophyll-a concentration based on various nutrient source. DW, distilled water; FPF, food 
waste processing facilities.

Results and Discussion

영양배지에 따른 S. quadricauda 생물량 변화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를 사용하여 S. quadricauda를 배양한 결과, 배양 6일 이후 일부 처리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처
리군에서 Chl-a가 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의 실험군에서 BG-11 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2 and Fig. 3). 또한 모
든 처리군은 증류수에서 배양한 S. quadricauda 보다 평균 성장률이 높았으며 FPF-A와 FPF-B 각각에서 제조한 퇴비
는 S. quadricauda 성장에 있어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증류수에서 배양한 S. quadricauda는 배양 3일 이후
부터 생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에 BG-11 및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에서 배양한 S. quadricauda는 5일까지 지속
적으로 성장한 후 감소하였다(Fig. 2). FPF-A와 FPF-B의 퇴비에서 배양한 S. quadricauda의 평균 Chl-a는 BG-11에서 배
양한 것과 통계적으로 유사하였으나 7 - 10 µg·L-1의 농도차이가 존재하였으며 FPF-A의 비료보다 FPF-B의 비료에서 

S. quadricauda의 평균 생물량이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배양 2일까지 구분하기 어려웠으나 배양 4일째부터 증류
수 처리군과 영양배지 처리군 사이에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ig. 2). FPF-A의 퇴비는 S. quadricauda의 성장을 촉
진하여 처리군 중에서 가장 먼저 지수성장기에 도달하였으며 BG-11과 FPF-B 퇴비 보다 2배 이상 높은 차이를 나타
내었다. BG-11과 FPF-A 퇴비는 FPF-B의 퇴비는 배양 4일에 2배 가까이 생물량이 성장하여 지수성장기에 진입하였
다. FPP-A와 FPF-B의 퇴비에서 배양한 S. quadricauda의 생물량은 BG-11에서 배양한 S. quadricadua의 생물량 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사하였다(Fig. 3). 이러한 퇴비 제조시설에 따른 S. quadricauda의 생물량 차이는 퇴비의 영양염 차이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FPF-B 퇴비의 TN, TP 농도와 DIN (dissolved inorganic nitrogen: NO2-N, NO3-N, NH4-N의 합), DIP 

(dissolved inorganic phosphate: PO4-P)농도는 FPF-A 퇴비가 1 - 2 mg·L-1 더 높았으나, NO2-N의 농도는 FPF-B 가 9배 가
까이 더 높았다(Table 2). 또한 FPF-B 퇴비의 DIN 은 NH4-N 가 80% 이상을 차지한 반면 FPF-A 퇴비의 DIN은 NO2-N

이 51%, NO3-N이 13%, NH4-N이 45% 로 다양한 질소원이 존재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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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의 영양염 성상 차이와 식물플랑크톤 생물량의 차이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
업소에서 퇴비를 제조함에 있어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부숙 기간이 영양염의 성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다.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화 과정은 유기물을 무기물로 전화하는 과정이다. Kim et al. (2004)에 의하면 퇴비화 완료 

후 총 탄소의 함량은 감소하고, 질소의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질소의 변화는 NH4-N 질소는 퇴비화 초기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NO3-N의 경우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완숙 퇴비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Kim et al., 2004). 이는 NO3-N의 함량이 높을수록 퇴비가 완전히 부숙된 퇴비로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로 인해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에 필요한 N과 P의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NH4-N 위주의 질소원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NH4-N 중심의 질소원은 NO3-N을 보다 선호하는 미세조류의 성장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고농도 

NH4-N으로 인해 조류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Nur, 2020). FPF-A의 경우 퇴비 부숙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FPF-B

에서 제조한 퇴비 보다 부숙 기간이 짧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S. quadricauda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S. quadricauda 성장 차이는 실험 전·후 영양염의 농도 변화 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PO4-P 감소량에
서 FPF-B 퇴비는 FPF-A 퇴비 보다 7배 이상 높았으며 TN, TP의 감소량 또한 FPF-B 퇴비에서 3배 이상 많았다.

Table 2. Nutrient concentration of food waste compost that made by each food waste facility during 
experiment period.

mg·L-1

FPF-A FPF-B
Initial Final (7 day) Initial Final (7 day)

AVR SD AVR SD AVR SD AVR SD
NO2-N 0.66 0.01 0.41 0.01 9.95 0.05 8.88 0.07
NO3-N 1.38 1.00 1.01 0.78 2.14 0.61 1.50 0.12
NH4-N 14.48 2.18 9.42 1.70 7.48 0.12 3.15 0.09
T-N 22.05 1.18 16.03 0.92 20.19 0.15 13.19 0.18
PO4-P 2.12 0.04 1.88 0.03 1.90 0.33 0.40 0.11
T-P 3.21 0.02 2.84 0.02 2.34 0.13 1.27 0.07
FPF, food waste processing facilities; AVR, average; SD, standard deviation; T-N, total nitrogen; T-P, total phosphorus.

Fig. 3. One-way ANOVA analysis between various nutrient sources. Thin line in box plots means middle value 
and bold line in box plots means average value. DW, distilled water; FPF, food waste processing facilities. a, b: 
The letter means groups in homogeneous subsets by ANOV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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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 of N : P ratio. Each arrow direction means passage of time. Solid line arrow means decreasing 
ratio and dash line arrow means increasing ratio. DIN, dissolved inorganic nitrogen; DIP, dissolved inorganic 
phosphate; TN, total nitrogen; TP, total phosphrus; FPF, food waste processing facilities.

FPF-A와 FPF-B에서 각각 제조한 퇴비의 DIN : DIP 비율은 7.79 (FPF-A)와 10.3 (FPF-B), TN : TP 비율은 6.86 

(FPF-A)과 8.62 (FPF-B) 로 FPF-B에서 제조한 퇴비의 N : P 비율이 더 높았다(Fig. 4). 이러한 N : P 비율은 식물플랑
크톤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써 N : P 비율이 7 이하인 경우에는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이 저해될 수 있
다(Kim and Hwang, 2004). 또한, 실험 종료 시 각각 퇴비의 N : P 비율은 FPF-A 퇴비가 DIN : DIP 비율 7.79에서 5.76, 

TN : TP 비율 6.86에서 5.64으로 두 가지 모두 크게 감소하였으나 FPF-B 퇴비는 DIN : DIP 비율 10.3에서 33.82, TN 

: TP 비율 8.62에서 10.38로 두 가지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FPF-A 퇴비의 N : P 비율의 증가는 S. quadricauda
의 성장효과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Hernández and Whitton, 1996; Yelloly and Whitton, 1996).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를 이용한 S. quadricauda의 생물량 변화는 미량원소를 첨가한 처리군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FPF-B 퇴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Fig. 2). FPF-A 퇴비는 미량원소 첨가군과 비첨가군 사
이의 생물량이 서로 유사하였다(Table 2). FPF-B 퇴비에 미량원소를 첨가한 처리군은 실험 종료시까지 지속적으
로 증가하였으며 실험종료시에 Chl-a 농도가 170.8 µg·L-1로 다른 처리군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FPF-B 퇴비의 

N:P 비율에 철과 셀레늄 등 미량원소가 첨가되어 성장효과를 더욱 지속시킨 것으로 판단된다(Sunda and Huntsman, 

1995; Doblin et al., 2000). FPF-A의 퇴비에서도 미량원소가 첨가되어 약간의 성장 촉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FPF-A 퇴비의 N : P 비율로 인해 S. quadricauda 성장이 크게 촉진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
기물 퇴비를 식물플랑크톤 배양 배지로 활용함에 있어서 부숙기간을 완전히 채운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배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량원소의 첨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ncubation of Scenedesmus quadricauda based on food waste compost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7(4) December 2020 1046

Conclusion
본 연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가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한 연구로써 그 가
능성을 확인한 연구이다. 국내 담수에서 많이 분포하는 S. quadricauda를 이용한 성장실험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퇴
비를 이용한 배지는 일반적인 식물플랑크톤 배양 배지와 생물량이 비슷하였으며 일부 퇴비는 배양배지보다 우수
한 성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식물플랑크톤을 배양하여 biofuel 및 가축사료와 같은 고부가가치 물질을 생산하고
자 할 때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는 배양배지로써 충분한 가치가 존재한다. 또한 폐기물류를 이용한 환경적 선순환
으로써 그 가치가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를 배지로 

사용하기에는 국내 지역적으로 또는 계절적 특성에 따른 원료의 변화 그리고 자원화 사업소별로 서로 부자재와 

다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소(FPF)에서 모두 동일한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전반적인 퇴비화 과정의 단일화와 퇴비상태의 균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제조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퇴
비는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공급하여도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Lee et al., 2015).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류 

퇴비화 시설을 통해 만들어지는 퇴비들 중에서 염분함량 및 부숙도는 일부 제품이 염분함량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많은 제품이 기준치와 동일하였다(Kwon et al., 2009; Lee, 2011; Lee et al., 2017). 더욱이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가 함
유하는 높은 염분(NaCl) 함량으로 인해 농경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 시용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Shin et al., 2017). 따라서 미세조류의 배양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숙기간을 완전히 채운 퇴비를 사용해야 하
며, 배양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양배지 수준의 미량원소를 첨가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미세조류 배양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지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한 미세조류의 배
양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가의 영양배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
기 때문에 미세조류 대량배양을 대중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음식물
류 폐기물을 활용하여 raceway pond 와 같이 야외 조건에서 미세조류를 대량배양한다면 자원의 선순환(good cycle)

의 의미와 함께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대기중으로 방출된 탄소농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구온난화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한 퇴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모든 퇴비가 미세조류의 배양에 동일한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 따
라서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 이외에 다양한 퇴비들을 이용한 미세조류 배양 실험을 통해 미세조류 대량배양에 있
어서 퇴비의 활용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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