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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studied the bio-methane potential of several waste biomass materials as alternative sources for 
biogas production, and the laboratory procedure for measuring the biochemical methane potential was 
described. The wastes from four agro-industries (sewage, livestock, food wastewater treatment sludge and 
cattle rumen substance generating in slaughter house) were evaluated as substrates for the assay of 
biochemical methane potential. In order to estimate the ultimate methane yield, two empirical equations 
(modified Gompertz equation and exponential equation) was investigated. The ultimate methane yield of 
sewage, livestock, food sludge and lumen substance estimated by the modified Gompertz equation were 
0.086, 0.147, 0.146, and 0.121 L CH4 g-1 VSadded, respectively. The ultimate methane yield estimated by the 
exponential equation were 0.109, 0.246 and 0.174 L CH4 g-1 VSadded in sewage, livestock sludge and lumen 
substance. And the ultimate methane yield estimated by the exponential equation showed more high values in 
the range of 26.7 ∼67.3% than the ultimate methane yield estimated by the modified Gompertz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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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이 심화되고 점차적인 화석연료 고갈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

소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화석연료를 직접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 음폐수 등 고농도 유기성 폐기

물의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될 예정이고, 하수, 가

축분뇨, 음식물 처리 슬러지의 직매립도 제한되고 있어 

이러한 유기성 폐기물의 적정처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혐기소화를 통

해 폐기물계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혐기소화 시설의 확대·보급을 추진하고, 2009년 7월에

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에너지자립형 마을 시범사업을 추진 (2013년

까지 15개소)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등, 2009),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월 9월에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

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100개소 (가축분뇨 

365만 톤/년)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방안

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현재까지 약 8개소 (파

주, 이천, 안성, 아산, 청양, 창녕, 부안 등)가 운전 중

에 있다. 이들 대부분의 시설은 양돈슬러리를 주원료로 

이용하고,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물쓰레기를 통합소화 하

는 사례가 보고 (Yoon et al., 2009a)되고 있으며, 아

직까지 양돈분뇨와 음식물쓰레기 외의 유기성 바이오매

스 자원의 활용사례는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돈분 슬러

리의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의 원료가 되는 유기물 함량

이 2∼5% 정도로 매우 낮고 계절별 유기물 농도의 변

동이 매우 커서 양돈슬러리만을 단독으로 혐기소화 하

는 경우 안정적인 혐기소화조의 운전과 바이오가스 생

산의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Yoon et al., 

2009b). 따라서 혐기소화조 운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농도 유기성의 바이오매스와 통합

소화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

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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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basic anaerobic medium for the
biochemical methane potential assay.

 Ingredients Chemicals Concentration
mM

 Buffer solution
KH2PO4 2.00
K2HPO4 2.00

 Mineral salts

NH4Cl 10.00
MgCl2 0.47

CaCl2 ․ 2H2O 0.51
FeCl2 ․ 4H2O 0.10

 Alkalinity solution NaHCO3 0.01

 Trace metals†

H3BO3 0.81
ZnCl2 0.37

CuCl2 ․ 2H2O 0.18
MnCl2 ․ 4H2O 2.53

Na2MoO4 ․ 2H2O 0.04
Na2SeO3 0.29

CoCl2 ․ 6H2O 2.10
NiCl2 ․ 6H2O 0.21

†Trace metals were prepared as the stock solution (× 1,000).

한 폐기물계 바이오매스 자원의 혐기소화 특성에 관한 

많은 기초연구가 요구된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혐기소화 공정의 최적화와 처리효율 개선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며, 주로 산발효 및 메탄발효에

서의 운전조건의 확립에 관한 연구 (Eom and Han, 

2004; Heo et al., 2003; Lim et al., 2002), 탈질 

및 외부탄소원의 혐기소화공정 투입 효과에 관한 연구 

(Lee et al., 2000; Park et al., 2001), 혐기소화 운

전인자 도출 및 유기물 제거효율 개선에 관한 연구 

(Park et al., 2002; Choi et al., 2005) 등 많은 혐

기소화 공정 관련 연구사례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 폐기

물 처리와 함께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폐기물 바이오매스에 대한 혐기소화 특성, 메탄

생산퍼텐셜 측정·평가법에 관한 연구 및  메탄생산효

율 증대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바나나 (Stewart et al., 1984), 당근 

(Knol et al., 1978), 식물줄기 (Chynoweth et al., 

1993; Hashimoto, 1986) 등 다양한 폐자원에 대한 메

탄퍼텐셜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신뢰성 있

는 메탄퍼텐셜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도 다수 

보고 (Daniel and Tiedje, 1984; Hansen et al., 

2004)되고 있다. 이에 Daniel and Tiedje (1984) 메탄

생산퍼텐셜의 측정 방법간 비교 연구를 한바 있으며, 

Angeldaki et al. (2009)은 지난 20년간 보고된 메탄

생산퍼텐셜(biochemical methane potential, BMP) 

측정방법을 정리하여 표준화된 메탄생산퍼텐셜 측정방법

을 제시하였다. 또한 Tang et al. (2008)과 Guna-

seelan (2003) 등은 다양한 지수 모델식을 이용하여 최

대메탄생산량을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Cho 

and Kim (2009)이 폐기물 조성비에 따른 메탄생산량

을 지수식인 Gompertz model을 이용하여 측정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계 바이오매스 중 가축분뇨, 하수, 음식물 슬러지와 도

축장에서 발생하는 소 반추위 잔재물을 실험에 공시하

고 각 폐자원별 메탄생산퍼텐셜을 측정하였다. 또한 기

존 연구자들이 메탄생산퍼텐셜을 측정 자료로부터 최대

메탄생산량을 추정하는데 이용한 Modified Gompertz 

model과 Exponential model (Owen, 1979)을 이용하

여 최대메탄생산량을 추정에 있어 모델별 적용성을 비

교 검토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계 바이오매스별 혐

기소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안성지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의 폐기물계 바이오매스인 음식물, 가축분뇨, 하

수 처리장의 잉여슬러지와 도축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 반추위 잔재물을 수거하여 시험에 공시하였다.

BMP 시험   유기성 폐자원별 메탄생산퍼텐셜은 회

분식 혐기반응기를 이용하여 38℃에서 42일간 배양하였

다 (Hansen et al., 2004). 반응기질은 공시시료를 분

쇄하여 균질화시킨 후 휘발성 고형물 (volatile solid, 

VS) 함량을 기준으로 2% 내외가 되도록 증류수로 희석

하여 준비하였으며, 접종액 (inoculum)은 가축분뇨와 

음식물 통합혐기소화 시설 (안성 일죽)의 혐기소화조에

서 소화액을 채취한 후 8일간 38℃에서 혐기 배양시키

고, 잔여가스를 제거한 후 접종액으로 공시하였다. 

BMP 측정을 위한 기초혐기배지 (anaerobic basic 

medium)는 Table 1과 같이 준비하였다 (Angelidaki 

et al., 2009). 메탄 생산 퍼텐셜의 측정을 위한 회분

식 혐기반응기는 120 mL serum bottle을 이용하였고, 

기초혐기배지 60 mL, 접종액 20 mL, 반응기질 (원료) 

20 mL를 혐기반응기에 혼합하였으며, N2 가스를 충진

하여 혐기적 상태에서 완전 밀폐시키고 38℃에서 42일

간 배양하였다. 배양기간 중 주기적으로 바이오가스 생

산량과 바이오가스 성상을 측정하였으며, 1일 1회 흔들

어서 반응기를 교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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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메탄생산퍼텐셜 측정을 위한 회분식 혐

기반응기의 발생가스는 2% 황산에 resazurin 0.1%를 함

유하는 수주차식 가스측정기를 이용하였다 (Willams, 

1996; Beuvink, 1992). 메탄농도 분석은 TCD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와 HayesepQ packed column 

(직경 3 mm, 길이 3 m, 80∼100 mesh size)을 장착한 

Gas chromatography (GC2010, shimazhu, Japan)를 

이용하였으며, 주입구 (injector) 150℃, 컬럼부 (column) 

90℃, 검출부 (detector) 200℃의 조건에서 Ar 가스를 

이동상으로 하여 유속 30 mL min-1에서 분석하였다 

(Sorensen et al., 1991). 유기성 폐자원별 화학적 성

상과 메탄 생산 퍼텐셜 측정을 위한 혐기 배양액의 화

학적 성상분석은 Standard methods (APHA, 1998)에 

따라 총고형물 (total solid, TS) 함량, 휘발성 고형물 

(volatile solid, VS) 함량, 용해성 화학적 산소요구량 

(soluble chemical oxygen demand, SCOD), 암모니

아성 질소 (NH4
+-N), 총질소 (TN)를 분석하였다.

메탄생산퍼텐셜 평가방법   유기성 폐자원별 단위 

유기물당 메탄생산퍼텐셜(L g-1 VSadded)을 분석하기 위

하여 회분식 혐기배양 기간 중 메탄 발생량을 측정하여 

누적 메탄생산곡선을 구하였다. 메탄생산퍼텐셜 시험을 

통해 얻은 자료는 (1) Modified Gompertz model 

(Lay et al., 1998), (2) Exponential model (Owen 

et al., 1979)을 이용하고, SigmaPlot(ver. 9.0)으로 

분석하였다. (1) Modified Gompertz model에서 M은 

누적 메탄생산량 (mL), t는 혐기배양기간 (days), P는 

메탄생산퍼텐셜 (mL), e는 exp(1), Rm은 최대메탄생산

속도 (mL day-1), λ는 지체성장시간 (lag growth 

phase time; days)을 나타내며, (2) Exponential 

model에서 B는 누적 메탄생산량 (mL), t는 혐기배양기

간 (days), B0은 메탄생산퍼텐셜 (mL), k는 1차 반응속

도 상수를 나타낸다.

×
×





          (1)

Modified Gompertz model

 
                               (2)

Exponential model

결과 및 고찰

유기성 폐자원별 성상특성   유기성 폐자원별 메탄 

생산 퍼텐셜을 측정하기 위하여 하수, 가축분뇨,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와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반추위 잔재물을 공시하고 공시시료의 화학적 성상을 

분석하였다 (Table 2). TS 함량은 하수, 가축분뇨, 음

식물 슬러지 및 반추위 잔재물에서 각각 18.1, 23.7, 

13.6, 14.8%로 나타나 가축분뇨 슬러지가 높았으며, 

VS 함량은 14.3, 18.9, 11.9, 12.5%로 TS 함량과 비슷

한 양상을 보였다. TN의 함량은 하수, 가축분뇨, 음식

물 슬러지에서 각각 13,763, 13,168, 1,249 mg L-1 로 

높게 나타나 혐기소화 과정에서 잠재적인 암모니아 독

성의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H4
+-N

의 함량은 가축분뇨 슬러지에서 4,902 mg L-1로 높게 

나타났다.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소의 반추위 잔재물의 

경우 TN과 NH4
+-N은 1,885, 236 mg L-1로 매우 낮

았다.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organic waste resources.

Feedstock TS VS CODCr TN NH4
+-N

% % mg L-1 mg L-1 mg L-1

MWTP† 18.1 14.3 395,420 13,763 2,238
LWTP‡ 23.7 18.9 276,420 13,618 4,902
FWTP§ 13.6 11.9 210,400 6,412 1,249
ORS¶ 14.8 12.5 168,500 1,885 236

†Sludge of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plant.
‡Sludge of livestock wastewater treatment plant.
§Sludge of food wastewater treatment plant.
¶Organic rumen substance originated from a slaughter house.

메탄 생산 퍼텐셜   메탄생산퍼텐셜의 측정을 위한 

회분식 혐기반응기에서 배양 전후 원료의 성상 변화는 

Table 3과 같다. 유기성 폐자원별로 배양 전후 pH는 

혐기반응과정에서 7.93∼8.32의 범위에서 7.09∼7.25

로 약간 낮아졌으나 메탄균 활성의 최적 pH 범위 안에 

위치하여 안정적으로 혐기소화가 진행 된 것으로 생각

된다. 배양기간 중 하수, 가축분뇨, 음식물 슬러지 및 

반추위 잔재물에서 각각 37.8, 8.3, 12.5, 56.4%의 VS 

분해율을 보였으며, 반추위 잔재물의 VS 분해율이 가장 

높았다. TN은 하수슬러지에서 2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밖의 시료에서는 7.0∼9.7 % 범위에서 감

소하였으며, NH4
+-N은 음식물 슬러지에서 28.1% 증가

하였고, 그 밖의 시료에서는 3.4∼14.9% 범위에서 감소

하였다. 회분식 혐기소화 과정은 질소에 대한 제거 메커

니즘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혐기배양 중 TN의 감소는 

NH4
+-N로의 무기화 과정과 NH3 가스화 과정을 통해 

반응기에서 바이오가스 배출시 NH3 가스가 함께 배출되

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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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of chemical composition of feedstock after anaerobic digestion.

Feedstock Digestate
MWTP† LWTP‡ FWTP§ OLS¶ MWTP LWTP FWTP OLS

pH 8.32 8.41 8.05 7.93 7.25 7.16 7.14 7.09

TS mg L-1 22,390
(537)∮

19,395
(332)

17,750
(113)

17,885
(742)

17,643
(1,562)

18,065 
(1,464)

15,830 
(1,061)

10,000 
(1,576)

VS mg L-1 17,293 
(315)

14,703 
(170)

13,724
(65)

14,154
(721)

10,758
(1,226)

9,079
(4,118)

12,009 
(2,607)

6,168 
(1,387)

TN mg L-1 2,232
(14)

2,295
(67)

2,100
(69)

1,459
(26)

1,738
(70)

2,122
(457)

1,953
(168)

1,318
(41)

NH4
+-N mg L-1 1,231

(80)
1,138
(57)

986
(67)

1,190
(49)

1,047
(85)

1,099 
(74)

1,263 
(29)

1,032 
(31)

CODCr mg L-1 20,400
(141)

25,200
(6,505)

26,300
(1,273)

26,750
(5,869)

12,800 
(1,992)

15,833 
(2,650)

18,233 
(961)

17,000 
(2,600)

† Sludge of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plant.
‡ Sludge of livestock wastewater treatment plant.
§ Sludge of food wastewater treatment plant.
¶ Organic rumen substance originated from a slaughter house.
∮Standard deviation.

Table 4. Methane yield and model parameters estimated from the cumulative methane production data by BMP assay.

   Feedstock
Modified Gompertz model Exponential model∮

Ultimate methane yield P Rm λ Ultimate methane yield B0 k
L g-1 VSadded mL mL day-1 day L g-1 VSadded mL -

   MWTP† 0.086 114  4.40 0.29 0.109 140 0.003
   LWTP‡ 0.147 241 24.03 8.60 0.246 404 0.028
   FWTP§ 0.146 187  6.07 9.11 - - -
   ORS¶ 0.121 168  7.84 2.78 0.174 241 0.008
† Sludge of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plant.
‡ Sludge of livestock wastewater treatment plant.
§ Sludge of food wastewater treatment plant.
¶ Organic rumen substance originated from a slaughter house.
∮Owen et al., 1979. 

Table 4는 누적 메탄생산곡선 자료를 Modified

Gompertz model과 Exponential model을 이용하여 

최적화한 후 도출한 단위메탄생산량 (L CH4 g
-1 VSadded)

과 매개변수들을 나타내었다. Modified Gompertz 

model에서는 하수, 가축분뇨, 음식물, 반추위 잔재물의 

단위메탄생산량이 각각 0.086, 0.147, 0.146, 0.121 L 

g-1 VSadded이었으며, Exponential model을 이용하여 

구한 단위메탄생산량은 하수, 가축분뇨, 반추위 잔재물

에서 각각 0.109, 0.246, 0.174 L g-1 VSadded로 

Modified Gompertz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한 단위메

탄생산량과 비교하여 26.7∼67.3% 정도 높게 추산되었

다. 특히 음식물 슬러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 지체성장

기간과 느린 반응속도를 보여 측정한 자료범위 안에서

는 Exponential model을 이용한 단위메탄생산량 추산

이 불가하였다. 

하수 슬러지의 경우 Pauss et al. (1984)와 Mata- 

Alvarez et al. (1990)가 보고한 0.390∼0.430 L g-1 

VSadded의 단위메탄생산량과 Chynoweth and Owen 

(1993)이 보고한 0.186∼0.222 L g-1 VSadded의 단위메

탄생산량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원료의 발생 특성에 

따라 단위메탄발생량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Banks (1994)는 105 m3 규모 완전혼합

식 혐기소화조 (continuously stirred tank reactor, 

CSTR)를 이용하여 소와 양의 반추위 잔재물에서 0.18 

m3 kg-1 COD의 단위메탄생산량을 보고하고, Banks 

and Wang (1999)은 소 반추위 잔재물에 대한 다른 연

구를 통해 완전혼합식 혐기소화조에서 0.27 m3 kg-1 

TS의 단위메탄생산량을 보고하였다. Banks and 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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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urve of biochemical methane potential assay by 
modified Gompertz model. Sludge of municipal waste-
water treatment plant(○), sludge of livestock wastewater 
treatment plant(▼), sludge of food wastewater treatment 
plant(●), organic rumen substance originated from a 
slaughter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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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urve of biochemical methane potential assay by 
exponential model. Sludge of municipal wastewater treat-
ment plant(○), sludge of livestock wastewater treatment 
plant(▼), sludge of food wastewater treatment plant(●), 
organic rumen substance originated from a slaughter 
house(△).

(1999)의 연구결과를 VS기준으로 환산하여 본 연구결과

와 비교하면 약 0.32 m3 kg-1 VS로 추산할 수 있다.

Figure 1과 2는 각각 유기성 폐자원별 누적 메탄생

산곡선을 Modified Gompertz model과 Exponential 

model을 이용하여 최적화한 곡선을 나타내었다. Modified 

Gompertz model을 이용하여 최적화한 유기성 폐자원

별 메탄생산곡선은 음식물, 하수, 가축분뇨 슬러지 및 

반추위 잔재물에서 R2가 각각 0.995, 0.994, 0.996, 

0.992로 유기성 폐자원별 메탄생산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Exponential model을 이용하는 경우 R2가 각각 

0.938, 0.995, 0.878, 0.976로서 Modified Gompertz 

model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최적화도를 보였다. Cho 

and Kim (2006)은 음식물쓰레기 등의 메탄생산퍼텐셜 

측정에서 Modified Gompertz model을 이용하고 R2

가 0.997∼0.999의 범위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어, 

다른 연구사례에서 보듯이 누적 메탄생산곡선의 최적

화에 Modified Gompertz model이 유리한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가축분뇨 슬러지와 같이 혐기소화과정에서 상대적

으로 긴 지체성장기를 보이고, 급격한 대수증식 성장속도

를 보이는 경우 Exponential model을 이용한 메탄생산

곡선의 R2값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unaseelan 

(2003)은 과실과 엽채류의 메탄생산퍼텐셜을 측정하는

데 Exponential model을 이용하는데 있어, 100일 이

상의 혐기배양기간을 유지하였으며 배양기간을 장기화 

하여 충분한 정체성장기 (stationary growth phase)를 

유도함으로써 최대메탄생산량을 구하는데 있어 지체성장

시간과 대수증식 성장속도의 영향을 최소화 한 것으로 

생각된다.

메탄생산퍼텐셜 추정모델의 고찰   메탄생산퍼텐셜

은 혐기소화원료의 원소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산출하는 

이론적 메탄생산량 (theoretical methane yield)과 실험

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메탄생산량 (ultimate methane 

yield)이 있다. 메탄생산퍼텐셜 시험에서는 누적 메탄생

산 곡선을 이용하여 배양기간별 메탄생산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혐기소화 원료별로 지체성장시간 (lag phase 

time), 혐기미생물 반응속도 등이 달라지는 경우 혐기

발효의 특성도 변화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혐기발

효 특성을 일반화하여 최대 메탄생산량을 추정하는 다

양한 함수식이 적용되었으며, Modified Gompertz model

과 Exponential model이 가장 일반적인 최대메탄생산

량을 추정 모델이다. Modified Gompertz model은 실

험을 통하여 얻은 누적 메탄생산곡선으로부터 최대메탄

생산량 (P), 최대메탄생산속도 (Rm), 지체성장시간 (λ)

라는 3개의 매개변수 (parameter)를 추정하여 최대메탄

생산량을 도출하는 모델이다. 특히 Modified Gompertz 

model은 지체성장기 (lag growth phase), 대수증식기 

(exponential growth phase), 정체성장기 (stationary 

growth phase)를 거치는 혐기미생물의 성장곡선을 잘 

해석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오랜배양기간을 통해 충

분한 정체성장기를 유도하지 않더라도 혐기미생물의 성

장곡선의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회분식 혐기반응기에

서 혐기미생물의 성장특성과 바이오가스 생산 특성을 잘 

설명하는 장점이 있다. Exponential model은 Owen et 

al. (1979)에 의해 제시된 실험식 (empirical equation)

으로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메탄생산퍼텐셜을 추정하

는데 이용되어 왔다. Exponential model은 최대메탄생

산량 (B0), 1차 반응속도 상수 (k)라는 2 개의 매개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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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으며, 혐기 미생물의 대수증식기 (exponential 

growth phase)의 성장 특성 해석에는 유리하나, 긴 지

체성장기를 가지는 미생물의 성장특성 및 반응속도의 

해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100일 이상의 배양기간

을 통해 메탄생산퍼텐셜을 측정한 Gunaseelan (2003)

의 연구에서 보듯이 Exponential model의 이용을 위

해서는 긴 배양기간을 통해 충분한 정체성장기를 유도해

야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Modified 

Gompertz model과 Exponential model이 동일 시료

의 단위메탄생산량을 달리 추정하는 것도 42일의 배양

기간 동안 충분한 정체성장기가 유도되지 않은데 기인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안성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계 바이

오매스 중 가축분뇨, 하수, 음식물 슬러지와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소 반추위 잔재물을 실험에 공시하고 각 폐자

원별 메탄생산퍼텐셜을 측정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자들

이 메탄생산퍼텐셜을 측정 자료로부터 최대메탄생산량을 

추정하는데 이용한 Modified Gompertz model과 Expo-

nential model을 이용하여 최대메탄생산량을 추정에 

있어 모델별 적용성을 비교 검토하고자 하였다. 하수, 

가축분뇨, 음식물 슬러지 및 반추위 잔재물에서 TS 함

량은 각각 18.1, 23.7, 13.6, 14.8%이었으며, VS 함량

은 14.3, 18.9, 11.9, 12.5%이었다. 유기성 폐자원별로 

혐기배양 전후 pH는 7.93∼8.32의 범위에서 7.09∼

7.25로 약간 낮아졌으며, 배양기간 중 VS 분해율은 

37.8, 8.3, 12.5, 56.4%이었다. Modified Gompertz 

model을 이용하여 구한 단위메탄생산량은 하수, 가축분

뇨, 음식물, 반추위 잔재물에서 각각 0.086, 0.147, 

0.146, 0.121 L CH4 g
-1 VSadded이었으며, Exponential 

model을 이용하여 구한 단위메탄생산량은 하수, 가축분

뇨, 반추위 잔재물에서 0.109, 0.246, 0.174 L CH4 

g-1 VSadded로 Modified Gompertz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한 단위메탄생산량과 비교하여 26.7 ∼67.3% 정도 

높게 추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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