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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iciency of treatment of moisture and organic matter in food waste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air blast volume and preheating using the bio-drying method. Te mount of air blast volume and preheating were 
determined by the evaluation of temperature and CO2 during food waste treatment using the bio-drying method. As a
results, the increase in the air blast volume increased the moisture removal efficiency and removal rate, but, lowered 
the temperature inside the bio-drying by the decease in microbial activity. In order to maintain the activity of microorganisms,
it was estimated that it was necessary to inject an appropriate air blast rate according th the properties of the food waste.
In this study, the injection of air blast volume at 15L/min was optimal. It was evaluated that the organic matter and
water removal rate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air preheating, the organic matter removal rate and water
removal rate increased by 3-5% when air preheating was not performed. Also, there was no internal aggregation caused
by the generation of condensate inside the bio-drying. Therefore, for effective bio-drying of food wast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n appropriate air blast volume to maintain microbial activity, and it is considered that injection through
preheating of air is required.

Keywords: Food waste, Bio-drying, Air blast volume, Preheating

초 록: 수본 연구에서는 Bio-drying 공법 활용한 공기 송풍량 및 예열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 및 유기물의

처리 효율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 온도, CO2의 평가를 통해 공기 송풍량 및 공기 예열이

Bio-drying 공법의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 결과 공기 송풍량의 증가는 수분 제거율 및 제거 속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미쳤지만, Bio-drying 내부 온도를 저하 시켜 미생물 활성도의 감소를 야기시켰다. 미생물의 활성도

유지를 위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성상에 따른 적정 공기 송풍량을 주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15L/min으로 주입하였을 때가 최적이었다. 공기 예열 유무에 따른 유기물 및 수분 제거율을 평가한

결과 공기 예열을 하였을 때가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유기물 제거율 및 수분 제거율이 3~5% 가량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Bio-drying 내부에 응축수 발생에 의한 내부 뭉침 현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과적인 Bio-drying을 위해서는 미생물 활성도 유지를 위한 적정 송풍량을 유지 해야 하며, 공기 예열을 통한 

주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음식물류 폐기물, Bio-drying, 공기 송풍량, 공기 예열, 미생물 활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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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화는 2010년 이후 

사회현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0대 다부처 과제

로 선정될 정도로 중요한 국가적 현안 문제로 대두

되었다.1) 유기성 폐기물의 육상 처리 방법은 소각, 
매립, 건조 등의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소각의 경우 다이옥신과 
같은 2차 오염 문제가 있으며, 매립은 매립지의 부

족, 침출수 발생의 문제가 있고, 건조는 고함수(함수

율 80% 이상)의 폐기물 건조를 위한 에너지가 과다

하게 소비된다는 문제가 있다.2,3)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유기성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

시되고 있으며, 그 중 퇴비화 기술은 에너지 소비가 

낮으며, 자연적으로 발효⋅분해되는 친환경적 공법

으로 각광받고 있다.4)

그러나,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

되는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잦아지고 결국 퇴비화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퇴비화 공정은 비 연속식 처리로 퇴비 

원료의 제한적 처리와 퇴비화 활성에 요구되는 시

간이 길어 퇴비화를 위한 부지의 요구가 높다는 문

제가 있다.5) 또한, 불안정한 최종 생성물, 감량화 실

패, 장시간 온도 조절 및 공기 주입으로 인한 운영

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6)

음식물류 폐기물과 같이 함수율 80% 이상의 높은 

함수율을 가진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 할 때 건조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증가할 뿐 아니라, 유기성 폐기물

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적어져 운영상 에

너지 사용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7) 추가

적으로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혐기성 반응으로 전

환되어 악취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6) 
Bio-drying 공법은 최근 발전하고 있는 생물학적 

호기성 퇴비화 공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호

기성 미생물의 분해열을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에 포함된 수분을 제거 하여 건조하는 기술로서 Bio- 
drying 분해산물을 고형연료인 SRF (Solid Refuse Fuel) 
또는 퇴비화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8-10) 일

반적인 퇴비화 공법에 비해 짧은 체류시간을 가지고, 
미생물의 발열반응으로 생성되는 열로 건조가 이루어

져 유기성 폐기물 건조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다.11-13) 그러나, Bio-drying 장치로 공급되는 공기 

송풍량이 적어지거나, 제거된 수분이 제거되지 못하

고 재 응축될 경우 혐기 조건으로 전환되어 악취가 발

생하거나, 효율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다.14-16)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효과

적인 Bio-drying을 위한 최적의 송풍량 선정을 위한 평

가를 진행하였으며, 투입되는 공기의 예열을 통한 음

식물류 폐기물의 Bio-drying 공정 효율을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장치

2.1.1. Bio-drying 장치 (공기 예열에 따른 

효율평가)

Bio-drying 공법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효율 평가를 위해 Fig. 1과 같이 처리용량 10 kg/day 
급 lab scale 반응기를 설계⋅제작하여 운전하였다. 
제작된 장치는 크게 반응부, 모니터링 및 제어부로 

나눌 수 있으며, 반응부는 반응기 내부의 온도 및 

습도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류가 부착되어 있으며, 
모니터링 및 제어부는 센서류와 PLC를 통해 데이터

를 수집, 저장하고 모든 구동부의 모니터링과 제어

를 담당한다.
Table 1은 Lab scale Bio-drying 장치의 설계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반응기 형태는 현재 Bio-drying 공법

을 이용한 LHI의 상용화 장치를 scale down 한 것으

로 발효조 크기는 폭 400mm × 길이 800mm × 높이 

300mm 으로 구성하였다.
Bio-drying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효 시 온도, 

CO2, 수분함량, 유기물 함량 변화에 대한 평가를 위

해 처리용량 10 kg/day 급 lab scale 반응기를 운전⋅
평가하였다. 반응기 처리용량은 10kg/day지만 본 실

험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량 1.5~3.3 kg/day로 

연속적으로 투입하여 처리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량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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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day, 2.4 kg/day, 3.3 kg/day로 1일 3회로 나누어 투

입하였으며, CO2 농도 및 반응기 온도가 안정화 되

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량을 

증가시켰다. 
음식물류 폐기물:바이오칩 혼합무게비율은 1:2로 

통기개량제인 바이오칩은 초기 음식물류 폐기물 비

율에 맞추어 투입되었다. 인위적인 승온없이 미생물 

자체발열을 이용하였으며 산기관은 반응기 중간지

점에 6개가 설치되었다. 교반은 3rpm으로 1분간 작

동하고 2분간 정지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분석

을 위한 시료채취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바이오칩 교

반 시 채취하였으며, 온도 측정은 반응기 하부에 한 

지점, 반응기 중부에 한 지점 설치하여 실시간 측정

하였다. CO2 측정은 발효조 상층부에서 반도체 방식

의 Non-dispersive infrared adsorption (NDIR)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외부공기 예열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bio-drying 

효율 평가를 위해 Fig. 2와 같이 장치를 구성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bio-dryer 에서 

25 L/min 의 유량으로 공기를 빼낸 후 chiller를 통해 

습공기 제거 후 (공기 온도 20℃) 진공펌프를 거쳐 공

기예열기를 통해 공기를 다시 50℃로 증가시킨 후 

필요시 외부 공기를 10% 가량 보충한 후 분해⋅소

멸 장치에 재투입하였다.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lab scale aerobic composting process.

Parameter Design specifications

Treatment amount 10 kg/day
Reactor size Stainless steel(400W×800L×300H)

Agitator
1 ~ 15 rpm
Forward and reverse
Possible time setting

Load cell Max 300 kg (Measurement unit 0.1kg)

Gas sensor O2: 0 ~ 30% (Electro-chemical method)
CO2: 0 ~ 50,000 ppm (NDIR, Semiconductor method)

Main configuration 
in reactor

Temperature measurement under 1 point upper 1 point
Hydrometer: 0 ~ 95% RH
Pressure gauge -0.1 MPa ~ 2 MPa 
Heater: Bottom of the reactor installation, possible heating to setting temperature
Integrated power meter
Control and data stored using notebook

Table 1. Monitoring System in Lab Scale Aerobic Compo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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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Batch test (공기 송풍량에 따른 효율평가)

Bio-drying 공법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운전 시 공기 송풍량은 중요한 영향인자로 작용한

다.공기 송풍량에 따라 습공기 제어 및 Bio-drying 장
치 온도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송풍량을 적

용하였을 때 Bio-drying 효율 평가를 통한 최적 공기 

송풍량 결정이 필요하다.6) Fig. 3은 공기 송풍량 효

율 평가를 위한 회분식 반응기이다. 회분식 반응기

는 반응기 용량은 7.5L 이며, 공기 유입 방향은 하부

를 통해 blower 활용하여 주입하였으며, 송풍량 조

절을 위해 ball 형태의 조절 장치를 설치하였다. 다
양한 송풍량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해⋅소멸 

실험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과 우드칩, 퇴비의 혼

합비율은 1:2:0.1 (wt.:wt.)로 혼합하였으며, 송풍유량

은 0, 5, 10, 15, 20 L/min의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일
별 샘플링을 통한 함수율, TS, NaCl, pH, 온도, 무게 

Fig. 2. Schematic of experimental process for bio-drying air preheater.

Fig. 3. Picture of batch test for change of blast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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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등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온도는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온도 data logger를 사용하여 모니터링 했

으며, 혼합을 위해 1일 3회 뒤집기 실시하였다.

2.1.3. 실험재료

Table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음식물류 폐기물, 바
이오칩(wood chip)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나

타낸 표이며, Fig. 4는 사용된 음식물류 페기물 및 

바이오칩(wood chip)의 그림이다. 수분함량은 음식

물류 폐기물 81%, 바이오칩 36% 정도였으며, 음식

물류 폐기물의 NaCl 농도는 평균 8% 정도였다. 음
식물류 폐기물의 원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식 (1)을 

이용하여 CO2 발생량 및 CO2 농도를 계산한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1mol/day 분해 시 발생되는 CO2 양
은 78.85 L CO2/day, CO2 발생 농도는 약 16% 로 계

산되었으며, 이론적 필요공기량은 0.43 m3/mol (at 
12℃)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고

위 발열량은 3,637 kcal/kg으로 일반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고위발열량 값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12)

CaHbOcNd + (4a+b-2c-3d)/4 O2 = 
aCO2 + (b-3d)/2 H2O + dNH3 (1)

여기서, a, b, c, d는 원소분석 결과 시료 구성원소

의 mol 수 

(a) Food waste

(b) Wood chip

Fig. 4. Picture of food waste and wood chip (dry basis) 
(average±standard deviation).

Items Food waste Wood chip

Moisture content 81.6±5.3 36.1±9.7

Proximate analysis
(wt%, on dry basis)

Volatile matter 75.20 48.87
Fixed Carbon 20.78 7.93

Ash 3.92 0.22
TS 20.4±5.3 63.0±9.7
VS 17.1±3.7 45.1±6.9

NaCl 8.2±3.7 -
T-N 2.9±1.3 5.0

Ultimate analysis
(wt%, on dry basis)

Carbon 42.3 51.6
Hydrogen 6.0 7.5
Oxygen 33.9 30.9
Nitrogen 1.3 3.8
Sulphur 0.4 0.6

Low heating value (kcal/kg) 3,637 4,566

Table 2. Characteristics of Food Waste and Wood Chip (Dry Basis) (Average±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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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Bio-drying 실험방법 및 분석

발열량은 발열량측정기(LECO AC350)를 사용하여 
시료 약 1g을 열량계에서 3회 이상 산소로 연소시켜 

건조시료의 고위발열량을 측정하였다. 수분 및 고형

물 중 유기물 분석은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하였다.17) 

수분(%) = 
   

   
 × 100 (2)

고형물(%) = 
   

   
 × 100 (3)

강열감량(%) = 
   

   
 × 100 (4)

휘발성고형물(%) = 강열감량(%) - 수분(%) (5)

유기물함량(%) = 휘발성고형물고형물 × 100 (6)

여기서, W1 : 증발접시를 105~110℃에서 1시간 건

조 후 무게 측정

W2 : W1 에 시료를 취하여 증발 접시와 

시료 무게 측정

W3 : W2 에 25% 질산암모늄 용액으로 시

료 적신후 가열하여 탄화시켜 무게 

측정

3. 결과 및 고찰

3.1. 공기 송풍량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Bio-drying 효율 평가

3.1.1. pH 및 온도 변화

분해⋅소멸 기간 동안 pH는 반응시간에 따라 점

차 변화하게 되는데, 반응초기의 pH는 초기 물질 보

다 같거나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초

기 발효 미생물에 의한 분해과정 중 발생하는 이산

화탄소가 물에 용해되어 전환된 탄산과 초기 분해

산물인 각종 유기산류의 축적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면 pH는 다시 상승하

게 되는데, 이는 질소원의 분해로 발생하는 암모니

아가 퇴비단의 수분에 용해되어 암모늄 이온으로 존

재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18) Fig. 5에서 알 수 있

듯이 모든 송풍량 조건에서 초기 pH는 5.1이하였지

만, 반응이 종료된 후 pH 가 송풍량 0 L/min을 제외

하고 7.5이상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해⋅소

멸이 진행될 때 공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유기

물 부하가 높을 경우 pH는 중성에 이르지 못하고 6이
하로 낮아지게 되며, 낮은 pH가 지속될 경우 fail 되
게 된다. 송풍량을 주입하지 않았을 경우 pH가 6이
하로 낮게 유지되지는 않았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주입양을 증가시킬 경우 다량의 유기산 분비로 인

해 fail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

기물의 안정적인 분해⋅소멸을 위해서는 강제 송풍

에 따른 pH 저하 방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해⋅소멸은 30~35℃의 중온상태 또는 45~55℃

의 고온상태에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분해⋅소멸

의 고온단계에서 유기물의 분해반응이 촉진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어 바람직한 퇴비화를 위해서는 적

정온도 유지가 필수적이다.14) 또한, 고온으로 진행될 
경우 병원균 사멸되거나, 유기물 분해가 속도가 증가

할 수 있으나, 지나친 고온상태에서는 분해⋅소멸에 

관여하는 미생물마저도 사멸할 수 있으므로 적정 온
도 유지도 필수적이다.14) Fig. 6의 결과에서 알 수 있

듯이 모든 조건의 분해⋅소멸 운전은 40℃ 이하의 중
온상태에서 분해⋅소멸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분해⋅소멸이 진행된 후 5일 후 최고 온도

에 도달하였다. 고온 (45~55℃)에서 분해⋅소멸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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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 of pH with air blast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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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지 못한 것은 회분식 실험 시 완전 밀폐를 통한 

실험을 진행하지 않고 open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추후 연속식 실험이나, 
실증 실험이 진행될 때에는 송풍관에 의한 공기가 

주입되기 때문에 회분식 실험에서 보다 온도가 증

가할 것이라 사료된다. 공기를 주입하지 않은 경우

가 주입한 경우에 비해 최고 온도가 약 5℃가량 높

았으며, 공기 주입량이 증가할수록 분해⋅소멸 시 

온도는 낮았다. 이는 공기 주입양이 증가할수록 외

부 공기유입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외기 공기 온도

에 의한 온도 저하가 발생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

며, 음식물류 폐기물 분해⋅소멸 시 장치의 온도 유

지는 미생물의 활성도 유지에 중요한 인자로서 분

해⋅소멸 장치 내부 온도 유지를 위한 장치 구성이 

중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분해⋅소멸이 시작된 후 5
일 이후부터 온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앞선 

pH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5일을 기점으로 pH가 6.1 
이상으로 증가한 시점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해⋅소멸 시 

최소 HRT는 5일이라고 판단된다.

3.1.2. 수분햠량 변화

수분은 미생물의 대사과정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

다.15) 미생물 분해는 유기 물질의 표면에 형성된 수

막사이에서 일어나며 이때 수분은 화학반응, 영양분

의 이동, 미생물이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매개체 역

할을 하게 된다.15) 퇴비화를 위한 최적의 수분함량

은 40~65%로 알려져 있으며, 수분함량이 40% 이하

일 경우 미생물의 활성은 억제되고 수분함량이 65% 
이상일 경우 원활한 공기의 흐름이 방해되므로 혐기

적 상태가 되기 쉽다.16) 적정 수분함량 조절을 위한 

방법으로 톱밥, 왕겨, 볏집 등과 같이 유기성 수분조

절제가 사용된다.16) 본 연구에 사용된 음식물류 폐기

물의 함수율은 80% 이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지

니고 있는 수분의 10% 이상만 감소하여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피와 무게가 상당량 감소하게 된다. 
Fig. 7(a)는 공기 송풍량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의 수분함량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공기 송풍량을 

주입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조건에서 대부

분의 수분이 분해⋅소멸 진행된 후 약 5일 후 85% 
이상 제거되었다. 분해⋅소멸 온도 변화와 비교하였

을 때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에서 대부분의 수

분이 제거되었으며, 공기 송풍을 주입하지 않은 경

우 비록 분해⋅소멸 온도는 가장 높았지만, 송풍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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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 of temperature with air blast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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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지 않아 습공기의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응
축수를 발생하여 수분이 재투입되었기 때문에 송풍

량을 주입한 경우에 비해 수분 제거가 원활히 이루

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Fig. 7(b)는 수분 제거

율 및 수분제거 속도를 나타낸 것으로 송풍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에서의 최종 수

분제거율은 95% 이상이었다. 하지만, 수분제거 속

도를 비교하였을 때에는 송풍량 주입이 증가할수록 

수분제거 속도가 빨랐으며, 수분제거 속도는 송풍량

과 비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음식물

류 폐기물 분해⋅소멸 시 수분의 제거는 전체 무게를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인자로서 수분제거 속도 또

한 중요한 인자로 평가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 송풍량과 수분제거 속도는 비례관계이지만, 송풍

량의 무한한 증가는 경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절한 송풍량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
분제거만을 고려하였을 때에 최적 송풍량은 수분제

거율, 수분제거속도, 시간에 따른 수분함량 변화 등

을 고려하였을 때 15 L/min 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

되나,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 주입양과도 밀접한 관

련이 있어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음식물류 폐

기물 주입양에 따른 적절한 송풍량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1.3. 무게 변화

분해⋅소멸이 진행되면서 분해⋅소멸 미생물에 의

해 내부 온도는 상승하게 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 및 유기물이 제거되면서 무게가 감소하게 됨. 
본 연구에서는 분해⋅소멸이 진행되면서 감소되는 

무게에 대해 각 송풍량별로 평가하였다. Fig. 8은 시

간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제거 누적 무게 변화를 

각각의 송풍량별로 나타낸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의 분해⋅소멸 시 송풍량이 증가할수록 누적 무게

양이 높았다. 송풍량 20 L/min의 경우 분해⋅소멸 시

작 후 약 2일 후 대부분의 무게가 감소되었으며, 송
풍량 5, 10, 15 L/min의 경우 분해⋅소멸 시작 후 5일
까지 대부분의 무게가 감소되었다. 송풍량을 주입하

지 않은 경우 송풍량을 주입했을 때와는 달리 무게 

감량에 변곡점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앞서 언급하

였듯이 제거된 수분이 분해⋅소멸 장치 외부로 나가

지 못하고 내부에서 재응축 되었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송풍량에 따른 무게 감량율은 송풍량 0, 5, 10, 
15, 20 L/min에서 각각 23, 41, 43, 45, 46% 였으며, 
이중 75% 이상은 수분제거에 의한 무게 감량으로 

계산되었다.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음식물

류 폐기물 분해⋅소멸 시 무게 감량을 위해서는 유

기물 제거도 중요하지만, 수분 제거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3.2. 공기 예열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Bio- 

drying 효율 평가

Fig. 9는 공기 예열 유무에 다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해⋅소멸 장치 내 온도 및 CO2 농도 변화를 나타

낸 것이다. Fig. 9(a)의 경우 공기 주입방향이 하부에 

있으며, 공기 예열을 하지 않고 순환 공기를 주입하

였을 때의 온도 및 CO2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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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b)는 공기 주입방향이 하부에 있으며, 공기 예

열을 통한 순환 공기를 주입하였을 때의 온도 및 

CO2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결과, 공기 예열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공기 예열을 하였을 경우 분해⋅소멸 반응기 내부 

온도는 평균 약 5℃ 가량 높았으며, CO2 농도도 3배 

가량 높았다. 이는 반응조 내부의 온도가 고온으로 

유지 되면서 미생물의 활성도가 유지 되었으며, 이
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 분해⋅소멸 효율도 증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공기 예열을 통한 bio-dryer 내 

공기 주입은 안정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해⋅소

멸을 위한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Fig. 10은 공기 예열 유무에 다른 음식물류 폐기

물 분해⋅소멸 수분, 유기물, 무게 감소를 나타낸 것

이다. Fig. 10(a)는 공기 예열을 하지 않았을 때의 결

과를 나타낸 것이며, Fig. 10(b)는 공기 예열을 하였

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공기 예열을 하지 

않았을 때의 연구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양 1.5 

kg/day와 2.4 kg/day 일 때 수분, 유기물, 전체 무게 

감소율은 약 80% 대로 거의 비슷하였다. 음식물류 

폐기물 3.3 kg/day로 투입하였을 때는 1.5, 2.4 kg/day
로 투입하였을 때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 
공기 예열을 하였을 때는 공기 예열을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약 3~5% 가량 모든 효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공기 예열을 하지 않았을 때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3.3 kg/day로 주입 시 효율이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하였

듯이, 유기물 부하의 증가 및 NaCl 농도 증가에 따

른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bio-drying을 장치 내부 

온도 저하 방지를 위해 예열을 통한 공기 주입을 하

는 것이 음식물류 폐기물 bop-drying에 효과적일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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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ariation of temperature and CO2 concentration
with air preheater. a: air preheater ×, b: air prehea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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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Bio-drying 공법을 활용한 음식물류 폐

기물의 발효⋅건조 효율에 대한 평가로서 공기 송

풍량 및 공기 예열에 따른 수분, 유기물 처리 효율 

및 운전 특성(온도, CO2 등)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과적인 Bio-drying을 위해

서는 미생물의 활성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인자인데, Bio-drying 내부 온도 유지가 미생물 

활성도에 주요 인자로서 작용하며, 내부 온도 

유지를 위해서는 공기 송풍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15L/min이 최

적으로 판단되었다. 
2. 공기 송풍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분 제거율 및 

제거 속도는 증가하였다. 하지만, 공기 송풍량

의 증가는 Bio-drying 내부 온도를 저하시켜 미

생물 활성도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

한 송풍량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Bio-drying 공기 주입 시 공기 예열에 따른 음

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효율을 평가한 결과 공

기 예열을 한 후 주입하였을 때가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수분제거율, 유기물 제거율, 무게 감

소율이 3~5% 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공기를 

예열하여 주입하였을 때 Bio-drying 내부에 응

축수 발생에 의한 부산물의 쌓임 현상도 발생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과적인 Bio-drying
을 위해서는 미생물 활성도 유지를 위한 적정 송풍

량을 유지해야 하며, 공기 예열을 통한 주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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