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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혐기성소화공정에서 반송변화를 통한 

Bio-gas 생산량 증대 및 감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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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ve cross checked the change of internal sludge-recycle in Full-scale 

Anaerobic -Digestion, and researched about not only the improvement of Bio-gas 

production from the digested sludge but also the efficient method of sludge 

minimization. Ultimate aim of the study is to reduce the amount of sludge by the 

improved efficiency of contact with the organic-matter and the microbes in 

Anaerobic-Digestion. The sludge-recycle fluidized sludge layer and raised the activity 

of the sludge, The sludge-recycle ratio of optimum was 500%, VS and COD removal 

ratio respectively appeared with 67.8% and 70.4%. Through these result of this study, 

it may be positive view to treat waste sludge by the sludge-recycle ratio in terms of 

minimization and circulation of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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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수슬러지의 안정화 및 감량화을 위한 공정

으로는  혐기성소화 및 호기성소화 공정을 적

용하였으나, 혐기성 소화조의 경우 반응조 소화

시간이 길며, 유기성 슬러지 감량화율이 30～

40% 정도이며, 혐기성미생물 배양 조건이 복잡

하고, 소화조 운영상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하수슬러지의 경우 계절적으로 슬러지 성

상과 발생량 변화가 크며, 기존의 소화조의 경

우 CMAS(Complete Mixed Activated Sludge) 

방식으로 우수한 미생물 배양이 어려웠으며, 2

단 소화조의 경우 산 생성 단계와 메탄가스 생

성단계로 구분하여 운영 하였으나, 효율적인 반

응조 운영이 어려웠다.

따라서 혐기성 2단소화조를 내부 슬러지 반송 

변화를 통하여 Bio-Gas 생산량을 향상시켜 슬

러지 감량화를 증대 하기 위해 회분식 실험이 

수행되었고, 이후 Full-Scale에서의 적용운전 

평가를 시행 하였다.

2. 본 론

2.1 반송변화에 의한 Bio-gas 생산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 장치는 유효용적 10L

크기의 2단 반응조로 3기를 실험에 사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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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Wasted Sludge Effluent
소화
효율

가  
스

생산
량TS VS TCOD TS TCOD

Mode-A 19,560 12,691 22,984 6,247 8,188
40.5

%
706

Mode-B 21,547 11,623 21,644 4,535 4,985
64.3

%
897

Mode-C 21,006 10,879 21,167 4,331 5,444
67.4

%
966

연속 반응조 운전은 중온소화(35±1℃)로 운영하

였고, 초기 식종을 위하여 혐기성소화슬러지를 

사용 하였으며 pH 및 온도는 pH meter와 온도

센스를 이용하여 조절 하였고 슬러지 층의 온

도유지를 위해 예열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슬러지는 D시 B하수처리장

에서 채취하였으며 1차슬러지는 협잡물을 제거

하기 위하여 2.36mm의 메쉬로 여과하고, 일정

량 4℃에서 냉장 보관 하였으며 슬러지성상 및 

초기 식종슬러지 성상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Compositions Waste Sludge

Parameter pH TS VS
TC

OD
VA Alk

Feed 

sludge
6.72

18,3

50

14,0

10

27,1

00
- -

Seed 

sludge
6.97

16,1

30

10,1

10

21,5

80
158

1,98

5
Note) unit : ㎎/L

  1차 슬러지의 주입은 400㎖/일 정량주입펌프

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유입시켰으며, 유입슬

러지량 대비 하부 침전슬러지는 90%, 상등수는 

10% 인출 하였고 소화슬러지를 2단에서 1단으

로 순환하게 하였다. 또한 회분식 실험후 

Full-scale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운전 평

가를 하였다. 

2.2 혐기소화공정의 운영 및 분석방법

 각 반응조는 소화슬러지의 반송변화를 통한 

혐기성소화조의 처리효율 비교조건으로 2단에

서 1단으로 반송펌프를 설치하여 내부순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입슬러지 대비 반송율(반송

슬러지량/유입슬러지량)을 0%(Mode-A), 500% 

(Mode-B), 1,000%(Mode-C)의 변화를 주어 운

전 하였다.

  소화조 운전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소화조 

내용물 및 발생가스를 1회/일 채취하여 pH, 

VA, Alkality, TS, VS, TCOD 등을 분석 하였

고 발생가스도 정량하였다. 소화조 유입슬러지, 

반출슬러지, 상등수에 대하여 pH, TS, VS, 

TCOD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Standard 

Methods에 준하여 분석 하였다.

  또한, 각 Mode(반송율)별로 실험분석을 실행 

하였으며, Lab-scale에서는 48일간 시행 하였고 

실험분석주기는 3회/주, Full-scale에서는 1년주

기로 2년간 시행하였고 실험분석 주기는 1회/주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슬러지의 TCOD 및 VS변화

  Mode-A,B,C 모두 식종후 20일정도부터 각 

반응조가 안정화 되었으며 각 반송율 별로 다

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TCOD 제거량 추이변화 

중 Mode-A의 경우 24.0%정도, Mode-B의 경

우 26.6%정도로 A와 비슷하게 나타났고, 

Mode-C의 경우 30일 전․후부터 30%이상의 

급격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VS제거량 변화

에서는 Mode-A의 경우 14.7%정도로 초기 제

거율에 비해 높은 제거율을 보이지 않았지만 

Mode-B와 C의 경우 23.4%, 30.8%정도로 반송

율이 증가 할수록 높은 제거율을 보였고, 각 반

송별로 반출되는 슬러지 및 상등수의 성분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Compositions Waste Sludge & Effluent

3.2 가스발생량 및 SRT변화

  초기 식종 후 20여일 경과 후부터 가스발생

량도 Mode-A에 비해 B,C가 급격하게 증가추

세를 나타 내었으며, VS제거량 추이 변화와 비

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슬러지의 반송으로 인

하여 고형물체류시간이증가함에 따라 유기물이 

분해되어 bio-gas의 전환으로 나타났으며, Fig. 

1, 2에 나타내었듯이 반송율이 증가할 수록 

bio-gas생산량의 증가로 나타나 가스생산량 증

가 되었고, 또한 슬러지의 반송으로 인한 지속

적인 슬러지의 체류로 소화조내 슬러지고형물

의 SRT가 증가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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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io-gas production of lab-scale.

Fig. 4. Sludge SRT of full-scale.

3.4 COD 물질수지 및 Bio-Gas 발생량 변화

  Fig. 5는 Lab-scale에서 각 Mode별 COD의 

물질수지를 나타낸 것으로 COD제거는 Mode 

-A에서 20.6%, Mode-B에서 26.3%, Mode-C에

서 27.7%로 나타났으며, 제거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반송율이 1,000%, SRT가 23.8일 일때 가

스발생량이 0.219 LCH4/gCOD이었고 총 COD

제거량은 27.7%가 메탄가스로 전환되어 소비되

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Fig. 5. COD mass balance of each mode from lab-scale.

Fig. 6. COD mass balance of each mode from Full-scale

  

  Fig. 6은 Full-scale에서 각 Mode별 COD의 

물질수지를 나타낸 것으로 COD제거는 Mode- 

A에서 57.2%, Mode-B에서 70.4%, Mode-C에

서 69.4%로 나타났으며, 제거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반송율이 500%, SRT가 36일 일때 가스발

생량이 0.227 ㎥CH4/㎏COD이었고 총 COD제

거량은 70.4%가 메탄가스로 전환되어 소비되었

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하수슬러지의 2단혐기성 소화

공정에 있어서 반송변화를 통한 슬러지의 

Bio-Gas 생상량 증대 및 슬러지 감량화로 실 

규모 혐기성소화공정에 있어서 소화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교조건으로 다음

과 같은 결과를 도출 하였다.

1. Lab test를 검증을 통해 Full-scale 2단 혐기

소화로 운전한 결과, VS와 COD 물질수지 분

석시 슬러지 반송율이 500%, SRT가 36 d 일 

때, 가스발생량은 0.23 m3 CH4/kgCOD로 최

적의 효율로 나타났고, 물질수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유입 COD의 약 70%

가 메탄생성으로 소비되었다.

2. 슬러지고형물 체류시간인 SRT의 경우 

Lab-scale에서는 SRT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지만, Full-scale에서는 계절적인 변수 

등으로 슬러지의 성상이 변하는 하절기의 경

우 우수한 미생물배양이     어려우나 소화

조내 유입슬러지의 부하 조정 및 반송을 통

한 부하량 조정이 요구된다. 특히 하절기의 

SRT가 낮아지는 우려가 있어 최소한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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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SRT가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혐기성소화공정에서 반송

변화를 통한 슬러지 고형물 감소와 소화효율 

증가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폐기

물처리비용의 감소와 Bio-gas의 대체에너지 확

보로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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