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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세정장치에서 발생되는 마이크로버블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복합악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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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Jin Kim, Jae-Ouk Jung, Yong-Jun Ju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Busan 609-757, Korea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work was to treat complex mal-odor of food waste with micro-bubbles from enhanced wet scrubber 
system, where the pilot plant was operated. Micro bubbles from the enhanced reactor of venturi scrubber were successfully 
generated through the air atomizing process with high velocity more than 60 m/sec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removal of mal-odor. Mal-odor was effectively changed into the micro-bubble and treated with washing chemicals together. 
Through establishing two series connection of the reactors, 85.2 % removal efficiency of complex mal-odor was obtained in 
case of average 940 times of input air. 0.35 kg/hr of sulfuric acid, 0.188 kg/hr of sodium hydroxide and 0.043 kg/hr of 
hypochlorite were injected for chemical w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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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악취방지법(MOE, 2014)에서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

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

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함께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정

의하고 있다. 2003년부터 그 동안의 대기환경보전법으

로 관리되어 오던 악취방지법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2005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대기 오염물질은 사람의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지만, 

악취 오염물질은 후각에 의해서 식별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공장의 굴뚝과 같은 단일 배출 장소에서 배출될 뿐

만 아니라 대기에 개방된 장치나 설비 및 야외의 조업 등

에서 산발적으로 배출되는 등 그 발생원이 매우 다양하

다(Jeong 등, 2012). 이 가운데 생활환경에서 감지할 수 

있는 악취 발생원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시설, 하수

관거나 빗물받이, 쓰레기적환장 및 물재생센타 등이 있

다. 특히 음식물류폐기물은 수분 및 유기물함량이 높아 

쉽게 부패되고, 악취를 유발하는 침출수가 다량 발생된

다. 또한, 자체 악취 및 유기물 분해과정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이 황화수소, 메틸머캅탄, 알데하이드류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악취로 전환되어 처리 시설 인근의 

주민들 삶의 건강상·심미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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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설 운영자에게도 큰 고민이다(Yoo 등, 2012).

현재까지 개발된 악취처리기술은 주로 점오염원 형태

의 사업장 배출 악취처리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활성

탄 흡착법이나 습식세정법과 같은 물리화학적 처리기술

(Lee 등, 2000; Wani 등, 1997)과 토양탈취상이나 악취

처리 미생물을 고정화시킨 바이오필터 등과 같은 생물학

적 탈취기술(Yun, 2003)로 구분된다. 물리화학적 처리

의 경우 높은 탈취효율을 확보할 수 있으나, 관리의 어려

움이나 복합 악취에 대한 낮은 적용성 및 약품비 등과 같

은 조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생

물학적 처리기술의 경우 높은 시설 설치비, 지속적 관리

의 어려움과 효율 유지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Kim, 2003; Shin 등, 2011).

악취저감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다수의 

신기술 및 신공법이 현장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현

장여건에 따라 악취유발물질의 다양성과 복합성으로 인

해 적합한 악취저감기술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ung 과 Kim, 2012). 특히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 처리를 위한 연구는 미

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 기술(Choi 과 Lee, 2012)

과 오존 산화를 이용한 화학적 처리 기술(Hwang 등, 

2010)을 적용한 사례 정도만 보고될 만큼 실제 플랜트에

서의 연구 결과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송풍기를 이용하여 유해가

스를 집진기 하부의 물속으로 강제유도 시킨 뒤, 수중에

서 생성되는 아주 작은 공기방울 즉 마이크로 버블

(Micro-bubble) 공기로 악취 입자를 처리할 수 있는 침

액식 스크러버(DIWS, Dip Injection Wet Scrubber)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DIWS 시스템을 음식물쓰레

기에서 발생하는 복합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실증 플랜

트에 도입하여 안정적인 제거효율을 확보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반응 장치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복

합 악취 제거를 위해 약액 분산형 세정방법과 가스 분사

형 세정방법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약액 세정법 흡수장

치를 사용하였다. 악취 처리는 Fig. 1(a)에 표시한 바와 

같이 악취물질을 송풍기를 이용하여 스크러버 하부의 수

중으로 공기 분사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마이크로 버블과

의 회전 접촉반응을 이용하였다. 장치에서 발생된 마이

크로 버블은 10 100 이하 정도의 작은 기포로, 기포

의 상승속도가 늦고, 마찰저항이 감소하며, 기포내 압력

이 크고, 기-액 경계면이 클 뿐만 아니라 가스용해량이 

커서 환경분야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Tsuge, 

2010).

미세하게 분사된 악취물질과 장치 내에서 발생된 마

이크로 버블은 빠른 속도로 접촉하여 포집된 후, 청정공

기는 상부로 배출되어 포집되고, 미세 입자는 반응조 하

부에 자연 침강하여 슬러지 배출 장치를 통해 외부로 분

리된다.

Fig. 1(b)에 표시한 바와 같이 수중에 분사된 고온의 

공기방울이 일정한 방향으로 물속을 유영하면서 악취 물

질은 물에 흡수되고, 청정 공기는 배출되면서 주변의 순

환수를 일정한 방향으로 밀어 주변의 순환수를 회전시키

는 현상이 발생된다.

본 장치는 기존의 약액 세정법보다 기-액접촉 효율이 

훨씬 높아서 악취 제거 및 집진 효율이 높고, 가동율도 일

정한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충진식 습식세정 장치에

서 사용되는 장치폴링 및 샤워 노즐 등이 불필요함에 따

라 초기 투자비용 및 운전 비용이 적게 들고, 전처리 장치

를 내장시킬 수 있어서 컴펙트한 구조로 설치 면적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장점까지 있다(Jung 등, 2011).

2.2. 실험 방법

본 연구는 일일 60톤 처리가 가능한 음식물쓰레기 처

리장에서 발생하는 복합 악취 처리를 위한 실증 플랜트

를 운전하였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성분 분

석 결과는 Table 1에 표시한 바와 같다. 

전체 공정 구성도는 Fig. 2에 표시한 바와 같이 Fig. 1

에서 설명한 배기능력 10 /min의 장치(가로: 1,200 

× 세로: 700 × 높이: 2,300 ) 2 세트를 직렬로 연결

한 후, 음식물쓰레기 반입 저장조에서 발생하는 복합 

악취를 흡입하여 2단으로 약액 처리하는 구조로 배치

하였다.

Table 2는 알칼리 가스 및 산성/중성 가스용 세정시설

의 pH, 유입량, 가스온도, 차압 및 풍속 등의 외적 조건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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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tank Malodor Concentration(ppm)

Sulfuric acid Ammonia

T/M amine

172.2

2.16

Sodium hydroxide Hydrogen sulfide 109.6

Sodium hypochlorite Acetaldehyde

Dimethyl sulfide

Dimethyl disulfide

Methyl mercaptan

2.6

1.76

1.15

1.2

Table 1. Mal-odor concentration of foodwaste

(a)

(b)

Fig. 1. Schematic diagram of complex mal-odor treatment system: (a)Enhanced wet scrubber for the separation of clean 

and polluted air, (b)Generation and flow of micro-bubble.

악취 물질의 흡입 방법은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반입

저장조에 설치되어 있는 악취 배출용 덕트(ID: 600 )

에 150 흡입 덕트를 신규로 설치하여 Fig. 2에 표시한 

신설 파일럿 장치 1번 세정시설 흡입구로 연결하고, 파일

럿 설비에 부착된 배풍기(배기능력: 10 /min)를 사용

하여 원료 악취 물질을 흡입하는 구조로 하였다.

세정에 사용되는 약품을 투입하는 방법은 장치 1번과 

2번의 세정 시설에 별도의 pH 모니터를 설치하여 순환

수의 pH를 측정하면서 일정한 값이 유지되도록 자동공

급장치를 부착하였다.

분석용 시료 채취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입

저장조와 1번 장치시설 사이의 입구에서 원료 시료를 유

입수로 채취하였고, 유출 시료는 2번 장치시설 후단 배기 

stack에서 제거 후 시료를 채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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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1 Alkali treatment #2 Acid/neutral treatment

pH
Inflow

( /min)
Temp.
( )

D.P
( Aq)

W.V
(m/sec)

pH
Inflow

( /min)
Temp.
( )

D.P
( Aq)

W.V
(m/sec)

1 2.0 7.098 27 400 480 1.7 12.2 7.098 39 400 480 1.7

2 3.0 6.825 35 380 500 1.3 12.0 6.825 46 400 480 1.3

3 3.8 6.825 36 310 450 1.3 10.6 6.825 46 400 480 1.3

Note) D.P(Differential pressure), W.V(Wind velocity)

Table 2. External operation condition of pilot plant

Fig. 2. Lay out of treatment flow.

악취의 측정은 후각으로 판정하는 공기희석관능법과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측정하는 지정악취물질측정방법인 기기분석법으로 

구성되어 있다(NIER, 2007). 악취관련 민원이 사람의 

후각에 의해 판단된다는 점에서 악취물질의 제거 효율을 

평가할 때 공기희석관능법에 의한 복합악취 측정은 매우 

중요한 방법(Ko 등, 2013)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기

희석 관능법에 따라 시료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장치 특성

기존의 충진식과 다른 세정 집진기들의 포집원리는 

Fig. 3(a)에 표시한 바와 같이 고온함진 공기 흐름속에 

물을 가압·분사하여 세립 분산된 물방울이 함진 유해 공

기와 접촉되도록 하여 포집시키는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장치는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한 복

합 악취처리 시스템이다. 마이크로 버블의 발생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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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st from existing wet scrubber (b) Micro bubble from DIPS      (C) Enlarged micro-bubble

Fig. 3. Comparison of mist and micro bubble: (a)Mist from existing wet scrubber (b)Micro bubble from DIPS (c)Enlarged 
micro-bubble.

고온의 악취 가스를 송풍기의 흡입압력을 활용하여 물속

으로 유도한 다음 Fig. 3(b)와 같이 물속에서 공기를 특

수 설계된 세립분산 장치를 통하여 60 m/sec 이상의 고

속으로 분사하여 방해 판과 강제로 직각 충돌시킬 때 악

취가스 물질은 마이크로 버블화 된다. DIWS 시스템의 

마이크로 버블은 수중에서 세립 및 분산되어 반응조내를 

회전유영하면서 악취를 제거한 뒤 깨끗한 공기로 배출되

는 간단한 원리다. Fig. 3(c)와 같이 확대하여 표시한 바

와 같이 장치내에서 발생된 악취물질 마이크로 버블은 

약액물질과 반응하여 제거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장치내에서 발생된 악취가스물질의 마이크로 버블은 

기체용해효과, 자기가압효과, 대전효과 등의 물리화학적

인 특성이 있고, 공기방울의 산화·환원 작용과 공기방울

이 소멸할 때 발생하는 다량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살균, 

세정기능 및 흡착작용도 기대할 수 있어 환경처리기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Cha, 2009).

기존의 충진식 장치와 본 연구에 사용된 침액식 기체 

흐름도를 비교한 결과, 충진식은 향류 흐름이고, 침액식 

방식은 순류·항류·침액분산 방식이다. 또한 본 장치는 충

진식 및 기타 습식 집진기와는 달리 내부에 충진되는 부

속 부품이 전혀 없고, 물로만 포집 가능함에 따라 충진물 

보수 또는 폐기 처리로 인한 2차 환경오염까지도 발생시

키지 않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3.2. 복합 악취 처리효율

본 연구대상 시설에서 발생하는 복합 악취는 약 1,000

배 정도 범위로, 국내 환경기초 시설의 악취 물질 배출 특

성을 보고한 자료(Yoon과 Kim, 2012)의 1,800

10,000배 범위와 비교할 때 조금 낮은 값을 나타냈다.

Fig. 4에 유입희석 배율에 따른 복합 악취 제거율을 

표시하였다. 파일럿 장치 2단을 직렬로 연결하여 측정한 

결과 배출측 stack에서의 공기 희석배수는 평균 139배로 

목표치인 200배 보다 양호하여 평균 85.2 %의 복합 악

취 제거율을 나타냈다. 복합 악취의 제거 메카니즘은 

Table 1에 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 대상 시설에서 발생

하는 악취의 주성분은 NH3, H2S, 황 화합물로 분석되었

고, 장치내에서 발생된 음전하를 나타내는 마이크로 버

블은 양전하를 나타낸 악취의 주성분과 정전기적 결합력

에 의해 무취 물질로 변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Cha, 

2011). 

또한 마이크로 버블은 수중에서 미세기포들의 발생과

정 동안 기포 내부의 압력을 높이거나, 표면에 집적한 이

온들을 농축시키는 것은 물론 기포의 소멸시 계면에 집

779

1147

890

80.6 85.4 87.8

1 2 3

Inflow (fold) Removal (%)

Fig. 4. Removal efficiency of complex-malodor by dilute 
inject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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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되어 있는 OH 라디칼(Tsuge, 2010)을 발생하여 강한 

화학적 연쇄반응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악취 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에는 악취 물질의 

성상과 제거 목표 효율에 따라 3단으로 직렬 연결하여 처

리할 예정이며, 이럴 경우 2단 연결로 실시한 본 연구 결

과보다 향상된 악취 제거효율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마이크로 버블 장치와 적용기술의 

개념 정립 단계로, 수질정화, 농업용, 세척용 및 목욕기용 

등 응용범위가 일부 제한되고 있는 상황(Lee 등, 2011)

이므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약품사용량

Fig. 5는 장치 1번과 2번의 약품 세정에 사용된 약품 

주입량을 정리한 것이다. 또한 산가스와 알카리성 용액 

및 알카리성 가스와 산성 용액의 이론적인 중화반응을 

이용하도록  악취유발물질을 산중화반응(암모니아, 트리

메틸아민), 염기중화반응(황화수소) 및 산화분해반응(아

세트알데히드, 황화메틸, 이황화디메틸, 메틸머캅탄)으

로 세분화하여 화학반응식을 근거로 계산한 이론량도 같

이 비교하였다. 

0.35

0.188

0.043

0.232

0.117

0.027

Sulfuric acid Sodium hydorxide Sodium hypochlorite

Injection (kg/hr) Estimation (kg/hr)

Fig. 5. Comparison of chemicals between injection for 
chemical washing and estimation on the basis of 
chemical reaction.

황산, 가성소다 및 차아염소산소다의 이론 주입량은 

각각 0.232 /hr, 0.117 /hr 및 0.027 /hr로 나타났

다. 1번 장치에 실제로 사용된 황산의 투입량은 0.35 

/hr, 2번 장치에 사용된 가성소다와 차아염소산소다는 각

각 0.188 /hr 및 0.043 /hr로 나타나, 이론 주입량보

다 전체적으로 많았다. 

본 연구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발생 복합 악취를 대상

으로 하여 파일럿 장치로 약품 세정을 실시하여 제시한 

약품 주입량의 보고 결과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실제 주

입량과 이론에 근거한 산출량과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

교·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파일럿 운전에

서의 약품 사용량과 화학중화 반응식에 근거한 이론량과

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공정 특

성, 유입수 성상 변화 및 운전 방법의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약품사용량은 유입되는 악취물질의 총량에 비

례하는 것이지만, 화학반응속도가 낮을 경우에는 과잉투

입 되거나 미반응되어 악취 포집 효율은 감소하고, 약품

사용량은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일정한 반응속

도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일럿 장치를 운전하면서 도출한 약

품소요량이므로, 현재와 같은 유입수 성상, 공정 특성 및 

장치 특성에 바탕을 둔 실제 주입량을 도출하였다는 것

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요인들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친 운전을 통해 약품량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가스상의 악취물질을 수중에서 마이크로 버블화 하여 

악취 입자를 처리할 수 있는 침액식 스크러버(DIWS) 시

스템을 개발한 후,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복합 악

취를 처리하기 위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1. 마이크로 버블은 고온의 악취 공기를 송풍기의 흡

입압력을 활용하여 물속으로 유도한 다음 물속에서 공기

를 특수 설계된 세립분산 장치를 통하여 60 m/sec 이상

의 고속으로 분사하여 방해 판과 강제로 직각 충돌시킬 

때 발생하였다.

2. 음식물쓰레기 복합 악취물질은 DIWS 장치 내에서 

마이크로 버블화된 후 세정 약품과 적절히 반응하여 제

거되었다.

3. 파일럿 장치 2단 직렬 연결을 통해 유입부 공기 희

석배수는 평균 939배이고, 배출측 stack에서의 공기 희

석배수는 평균 139배로 목표치인 200배 보다 양호하여 

평균 85.2 %의 복합 악취 제거율을 나타냈으며 3단으로 



습식세정장치에서 발생되는 마이크로버블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복합악취 처리

직렬 연결할 경우 향상된 악취 제거효율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4. DIWS 장치에 사용된 황산의 투입량은 0.35 /hr, 

가성소다와 차아염소산소다는 각각 0.188 /hr 및 

0.043 /hr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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