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오폐수 정화 연구에 30년 바친 ‘똥 박사’ 박완철
한국과학기자협회 ‘올해의 과학자상’ 수상자 선정
박완철 박사가 합천축산폐수처리장에서 시커먼 폐수(오른쪽
용기)가 정화돼 깨끗해진 물을 들어 보이고 있다. [중앙포토]
‘똥 박사’의 기술을 거치면 아무리 독한 축산 폐수라도 깨끗
한 물로 바뀐다. 그 물로 농사를 지어도 된다.
오폐수 정화의 ‘달인’이 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완
철(56) 박사의 이야기다. 그가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시상하는
‘올해의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5일 오후
7시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는 ‘과학언론인의 밤’
행사에서 한다. 500만원 상당의 순금 메달과 상패가 수여된
다.
박 박사가 개발한 오폐수 정화 기술은 2만여 곳의 마을과
축산농가에 보급돼 환경오염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자체 단위로 건설되는 대규모 하수·오수·축산폐수 처리시
설 95곳에도 그의 기술이 들어가있다. 일본에 수출했을 정도
로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30년 가까이 각종
분뇨를 다루다 보니 ‘똥 박사’가 그의 애칭이 됐다.
“내년부터 축산분뇨를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되는데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을 소홀히 하면 국산 돼지고기 먹기가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박 박사는 그래서 지금도 각종 분뇨를 친환경적으로 분해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 분뇨 처리를 무엇으로 하나.
“청국장균의 하나인 바실러스균으로 한다. 화공약품은 하
나도 사용하지 않아 완전 환경친화적이다. 토종균을 사용하
니 ‘토종 분뇨’를 아주 잘 분해한다. 순수 바실러스균만을 사
용하기 때문에 분뇨 처리장에는 냄새도 거의 나지 않는다.”
- 어쩌다 분뇨 처리 연구를 시작했나.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이 한강 시찰을 나갔을 때 악취가 많이 났다. 그 해결책으로 성능 좋은 정화조를
개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그러나 누구도 분뇨를 연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내가 손을 들어 시작하
게 됐다.”
-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어땠나.
“분뇨를 가져와 연구하다 보니 냄새가 심해 연구소에서도 본채와 멀리 떨어진 구석진 건물 독채를 얻어
연구하고 있다. 초창기 내 연구팀에 배속되는 연구원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남들 하기 싫어
하는 연구에 배속됐기 때문이다. 한 번은 분뇨 통을 집 냉장고에 넣어뒀다 아내한테 엄청 혼난 적도 있다.
분뇨도 신선한 것이 연구하는 데 좋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요즘은 로열티도 많이 받고, 국내외
에서 알아주니 뿌듯하다.”
- 분뇨 별로 평을 좀 해달라.
“사람 분뇨는 독한 편에 속한다. 가장 독한 것은 돼지·닭의 것이고, 소 등 초식동물의 것은 비교적 약하다.
독한 것이 거름에는 좋다.”
- 어려웠던 일은 없었나.
“분뇨처리를 저급 기술(로우 테크)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미생물을 선별하고, 대규모 공정을
개발해야 하는 등 하이테크가 집결돼 있다.”
- 내년부터 축산분뇨의 해양 투기가 금지된다.
“지자체 단위의 대규모 처리시설과 축산 농가별 처리시설을 병행해 보급해야 한다. 분뇨 처리시설이 완공
된 뒤에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투자 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설치해 놓고 가동하지 않으면 있으
나마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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