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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혐기성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열과 전력을 생산하는데 사용되기 전에 불순물, 특히 황화물 제거 공정이 수반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용량 46,000m2/d의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습식스크러빙 장치를 활용하여 운전 조건의 
변화에 따른 메탄감소율과 황화수소 및 이산화탄소의 제거율을 평가하였다. 부분순환에서 장치 유입전 평균 59.7%의 
CH4은 처리후 57.4%로 감소하여 3.9%의 감소율을 나타내어 마이크로버블 산화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기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O2의 경우 38%가 장치로 유입되어 32%로 배출됨에 따라 15.8%의 제거율을 나타냈다. 1,400ppm의 H2S는 
DIWS장치로 유입되어 334ppm으로 배출되어 76.1%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핵심용어 : 바이오가스, 황화수소, 마이크로버블, 하수처리장

Abstract

Prior to utilization of energy and power generation, the biogas from anaerobic digestion of sewage treatment plant(46,000m2/d) 
should be purified particularly hydrogen sulfide among the various kinds of impurities.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methane decreasing rate and the removal of both hydrogen sulfide and carbon dioxide. In the case of partial circulation, 
59.7% of methane gas was decreased to 57.4% in spite of oxidation process with micro-bubble. Carbon dioxide was 
removed from 38% to 32% and 76.1% of hydrogen sulfide was removed where 1,400ppm was introduced to the DIWS 
system, which indicated that DIWS system can be of use for the hydrogen sulfide removal of biogas from sewage treatment 
plant. 

Key words : Biogas, Hydrogen sulfide, Microbubble, Sewage treatmen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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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구증가와 고도산업화에 따른 도시화는 화석연료의 과도한 

생산으로 이어져 지구환경 파괴와 함께 자원고갈 문제를 유발

하게 됨에 따라 국가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석유대체에너지로 

풍력, 태양력, 지열 및 바이오가스와 같은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자원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Jin and Kim, 

2011; Bharathiraja et al., 2018).

바이오가스는 크게 매립지에서 매립된 유기물로부터 발생하

는 LFG(Landfill gas), 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로부터 혐기

성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및 가축분뇨나 음식물쓰레기

와 같이 폐기되는 유기성물질을 병합하여 혐기성발효로 발생

하는 가스로 구분한다(Lim et al., 2012; Lee2 et al., 2017). 

혐기성소화 공정으로부터 생성된 바이오가스의 주성분은 

CH4(53-70%), CO2(30-47%), H2S를 비롯한 NH3, N2, CO

등의 미량가스를 함유하는데, 주로 보일러 열원, 열병합발전 

및 연료전지에 의한 열과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용하거나, 정제 

후 자동차 연료나 천연가스 배관망에 직접 주입하여 천연가스

를 대신하여 이용(Heo et al., 2008)할 만큼 혐기성소화조로부

터 바이오가스를 생산 및 응용하기 위한 연구(Kwon et al., 

2014)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가스 성분 가운데 H2S를 연소 처리할 경우 부식성이 

강한 SO2 가스가 발생하므로 탈황처리 후 보일러 등의 연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가스엔진과 같은 발전시설에 사용할 경

우에는 실록산과 H2S의 제거가 필요하다.

하수처리장 혐기성 소화가스중의 유황성분은 소화가스를 이

용하는 보일러나 발전기 시설등의 설비와 배관등에 부식을 유

발할 뿐만 아니라 연소시 황산화물의 형태로 배출되어 대기오

염을 유발함에 따라 가스내 유황성분의 제거가 반드시 병행되

어야 한다.

배가스 탈황 공정은 습식 또는 건식(반건식)이 이용되고 있다. 

습식으로는 스크러버에서 CaCO3나 Mg(OH)2 수용액을 배가스

와 접촉시키면서 황산화물을 흡수시킨 후 생성된 고체 성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높은 탈황율을 구할 수 있고, 대형화가 가능

하지만, 수용액을 사용함에 따라 수처리 문제가 부수적으로 발생

하여 대형시설이 필요한 단점이 있어 반건식 또는 건식 배가스 

탈황 기술이 개발되었다(Moon and Hyun, 2009).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각 공정별 배출 악취를 조사한 결과 주

요 원인인 H2S는 수백 ppb에서 270ppm까지 검출되고 있으며

(Kang et al., 2018),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아 수세정 또는 약

액세정 공정으로 처리되고 있다(Tsang et al., 2015).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정제할 경우 탈황

과 탈암모니아 기술로 건식과 습식스크러버 등이 이용되고 있

다(Lee1 et al., 2017). 특히 침액식 세정설비에서 마이크로버

블을 발생시키는 장치, 즉 DIWS(Dip Injection Wet 

Scrubber)로 철강산업 공정의 산세조 발생 염화수소를 제거

(Kim et al., 2015)하였고, 냉연 산회수설비공정 발생 염화수

소 가스를 처리(Jung et al., 2015)하였으며, 고농도 암모니아 

공장 폐수처리를 보고한 연구 결과(Jung and Jung, 2016)도 

있지만, 실제 운영중인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가스

의 개질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수처리장의 혐기성소화조를 대상으로 

DIWS장치의 마이크로버블을 활용하여 흡수세정 및 공기 산

화로 별도의 약품투입 없이 CH4가스속에 포함된 H2S 및 CO2

를 용해시켜 배출시키는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각후 배출 가스중의 SOx 농도를 환경법규 규제치 이내로 

유지할 수 있고, 처리 장치에서 배출되는 처리수에 마이크로버

블 형태로 있던 CH4가스가 처리수 저장소에서 회수됨으로서 

바이오가스의 개질 효율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방법

2.1 대상시설 현황

연구 대상인 하수처리장의 시설 용량은 46,000m3/일, 실제 

운영 유입수질은 BOD 110㎎/L로 하수고도처리시설을 운영하

고 있다. 농축 슬러지중의 유기물을 혐기성 상태에서 분해하여 

슬러지 감량화, 안정화 및 메탄가스를 회수할 목적으로 운전하

고 있는 혐기성 소화조의 크기는 17mD×8.5mH로 약 26일의 

체류시간으로 운전되며, 주요 부대시설로는 가스교반송풍기, 

슬러지순환펌프 및 슬러지인발펌프로 구성되어 있다.

2.2 처리 시설

혐기성소화조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는 일반적으로 공업

용수만을 사용하여 H2S가스를 용해하여 배출하고, 공업용수 

사용량이 많을 경우는 NaOH, FeCl3, CaCO3 등의 약품을 사

용하고 있지만, H2S가 규정치 0.5%이상의 배출이 예상될 때

에는 약품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바이오가스의 성분 함량과 

별도의 약품 처리 없이 물로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유입수

량을 정리하였다.

Table 1. Biogas composition and drain water for treatment 

Biogas
Gas content Drain water

(m3/hr)% ㎏/hr

H2S
0.5
0.9

1.59
2.87

389
700

CO2 38 156.8 90,888

CH4 60 90 -

Etc 1.5 - -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어반은 비방폭으로하고, 옥외용 

릴레이구조로 하며, 보조탱크는 음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DIWS 장치로 유입되는 공정가스의 유량과 온도는 3.6Nm3/min, 

43℃로 설정하였다.

송풍기 및 펌프용 전동기는 EXd2BT4 Grade 등급으로 하

고, 바이오가스의 유량조절은 Manual damper를 사용하였다. 

Duct 관로 유속은 16∼18m/sec, 본체 통과 유속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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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m/sec, DIWS는 SUS재질 2 Stage를 설치하고, 송풍기는 

SUS304재질 2대를 설치하였다.

공업용수는 20℃의 3㎏/cm2정도의 공급압을 갖도록 하고, 

중화는 DIWS 시스템을 이용한 마이크로버블 형태였다.

송풍기 구동 모터는 인버터 기동을 하지 않고, 바닥면에서 3

∼4.5미터 높이의 가대를 설치하며, 그 위에 설비를 설치하여 

발생하는 슬러지를 잘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바이오가스의 개질을 위하여 바이오가스에 함유된 황화수소

를 제거하는 설비로서 바이오가스에 함유된 황화수소를 제1 

처리수에 용해시켜서 처리하는 제1 처리 장치, 제1 처리 장치

로부터 가스를 배출시키는 제1 배기 장치, 장치로부터 배출되

는 제1 처리수가 저장되는 제1 처리수 저장조 및 제1 배기 장

치와 제1 처리수 저장조를 연통시키는 제1 연결관을 포함하는 

반복 연결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 배기 장치의 작동에 의해 

저장공간의 수면 위 공간과 제 2 저장공간의 수면 위 공간 사이에 

압력차가 발생하여 저장공간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제 1 저장

Fig. 2 DIWS treatment system 

공간의 수위가 낮아짐으로써, 제 1 저장공간의 바이오가스는 

제 1 아토마이징부에 의해 마이크로버블을 형성하며 제 2 저

장공간으로 분사되는 바이오가스 개질용 황화수소 제거 설비

로 제공되도록 설계하였다.

DIWS 장치는 Fig. 2와 같이 장치내 물에서 강제로 공기를 

분사하여 생성되는 10μm이하의 마이크로버블 입자가 바이오

가스내의 불순물 입자들과 충돌하도록 유도하여 포집하는 원

리로 정화된 공기는 배출되면서 주변의 순환수를 일정한 방향

으로 선회하면서 회전시키도록 구성하였다(Jung et al., 2015).

3. 연구결과

3.1 물 사용량에 따른 바이오가스 처리

혐기성소화 공정의 경제성은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의 활용도

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을수록 불순물 정제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게 되지만, H2S 제거 공정에는 막대한 설치비와 

운전비를 소요하거나 제거 효율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Fig. 3은 용수이론량 대비 투입량 변화에 따른 H2S 제거율

을 표시한 것이다. 용수이론량 대비 투입량이 4.2배에서 37%, 

10.3배로 증가함에 따라 H2S 제거율은 61%까지 증가하였다. 

Fig. 3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DIWS장치를 사용할 경우 공업 

용수만으로도 용수이용량 대비 투입량을 조절할 경우에는 

H2S 제거율을 50%이상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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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treatment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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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바이오가스 처리

3.2.1 DIWS 통과 유속이 빠를 경우(60∼70m/sec)

Fig. 4는 DIWS장치로 유입되는 바이오가스내의 CH4 감소

율과 CO2와 H2S의 용해에 따른 제거율을 정리한 것이다. 

장치 유입전 평균 59.7%의 CH4은 처리후 57.4%로 감소하

여 3.9%의 감소율을 나타내어 마이크로버블 산화에도 불구하

고 천천히 기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O2의 경우 38%가 

장치로 유입되어 32%로 배출됨에 따라 15.8%의 제거율을 나

타냈다. 

1,400ppm의 H2S는 DIWS장치로 유입되어 334ppm으로 배

출되어 76.1%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공정 운전전의 pH는 7이었고 별도로 조정하지 않았으며, 유

입수의 온도는 15∼20℃, 가스 온도는 35∼40℃를 유지하였다.

3.2.2 DIWS 통과 유속이 느릴 경우(30∼40m/sec)

Fig. 5는 DIWS장치로 유입되는 바이오가스내의 CH4 감소

율과 CO2와 H2S의 용해에 따른 제거율을 정리한 것이다. 장

치 유입전 평균 63.3%의 CH4은 처리후 60.2%로 감소하여 

4.9%의 감소율을 나타내어 마이크로버블 산화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기화되었지만, 부분 순환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CO2의 

경우 34.4%가 장치로 유입되어 31.5%로 배출됨에 따라 8.4%

의 제거율을 나타냈다. 

1,144ppm의 H2S는 DIWS장치로 유입되어 564ppm으로 배

출되어 50.7%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공정 운전전의 pH는 7이었고 별도로 조정하지 않았으며, 유

입수의 온도는 15∼20℃, 가스 온도는 35∼40℃를 유지하였다.

H2S 제거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NaOH 또는 Na2CO3를 

용해한 세정수를 분사하여 처리하는 방법은 세정수와 H2S의 

환원반응 후 급격한 pH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pH를 조절

하기 위한 세정수 보충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가스 용해도와 달리 액체 상태의 H2S 가스의 용해

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연구결과도 보고

(Marriott et al., 2008)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온도에 대한 

검토는 실시하지 않았다.

습식스크러빙 공정은 공정수를 물로 하는 물리적인 흡수반

응으로서 고압 유지가 중요하고, 대기온도와 물의 온도도 중요

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온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은 DIWS장치로 유입되는 바이오가스내의 CH4 감소

율과 CO2와 H2S의 용해에 따른 전체 제거율을 정리한 것이

다. CH4 감소율은 2.3∼10.4%로 평균 5.5%를 나타냈고, CO2

와 H2S의 제거율은 3.2∼11.8%, 평균 8.7%와 36.7∼66.4%, 

평균 51.9%를 각각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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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ofile of biogas composition with full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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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biogas composition removal with partial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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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biogas composition removal with full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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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필요 수량

Biogas를 자동차 연료나 천연가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

분, H2S, NH3 등의 불순가스를 제거하는 정제 공정과 CO2 분

리를 통한 메탄함량을 높이는 고질화 공정이 필요하다. 

물 세정방식은 바이오가스를 세정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세

정수가 발생하고, H2S 제거효율도 낮기 때문에 2∼3%의 탄산

나트륨이나 수산화나트륨 용액과 바이오가스를 접촉시키는 알

카리세정 방식으로 H2S의 제거효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하루 발생 소화가스량이 28,800Nm3/d으로 가정하고, 공업

용수를 사용하여 H2S와 CO2를 제거하는 경우의 물질 수지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0.5%의 H2S와 38%의 CO2 가스함량

일 경우 20℃에서 용해도가 각각 2.7L/LWater에서 필요한 순

환수의 양은 각각 53,333L/d와 12,464,692L/d가 필요한 것으

로 산정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장의 혐기성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바

이오가스중에 포함된 H2S와 CO2를 마이크로버블 발생 장치

를 활용하여 용해시켜 배출되는 특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용수이론량 대비 투입량이 4.2배에서 37%, 10.3배로 증

가함에 따라 H2S 제거율은 61%까지 증가하였다.

2) 부분순환에서 장치 유입전 평균 59.7%의 CH4가스는 

DIWS 처리후 57.4%로 감소하여 3.9%의 감소율을 나

타내어 마이크로버블 산화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기화되

었다.

3) DIWS 장치는 CO2의 경우 38%가 유입되어 32%로 배출

됨에 따라 15.8%의 제거율을 나타냈고, 1,400ppm의 H2S

는 334ppm으로 배출되어 76.1%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4) DIWS 장치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중의 

H2S와 CO2를 용해시켜 배출시킴에 따라 CH4가스를 개

질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장치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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