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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cause of the intensified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and resource depletion, sewage treatment 

technology focused on energy management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The conversion of primary sludge from 

the primary sedimentation tank and excessive sludge from the secondary sedimentation tank into biogas is the key to 

energy-positive sewage treatment. In particular, the primary sedimentation tanks recover enriched biodegradable 

organic matter and anaerobic digestion process produces methane from the organic wastes for energy production. 

Such technologies for minimizing oxygen demand are leading the innovation regarding sewage treatment plants. 

However, sewage treatment facilities in Korea lack core technology and operational know-how. Actually, the energy 

potential of sewage is higher than sewage treatment energy consumption in the sewage treatment, but current 

processes are not adequately efficient in energy recovery. To improve this, it is possible to apply chemically enhanced 

primary treatment (CEPT), high-rate activated sludge (HRAS), and anaerobic membrane bioreactor (AnMBR) to the 

primary sedimentation tank. To maximize the methane production of sewage treatment plants, organic wastes such as 

food waste and livestock manure can be digested. Additionally, mechanical pretreatment, thermal hydrolysis, and 

chemical pretreatment would enhance the methane conversion of organic waste. Power generation systems based on 

internal combustion engines are susceptible to heat source losses, requiring breakthrough energy conversion systems 

such as fuel cells. To realize the energy positive sewage treatment plant, primary organic matter recovery from 

sewage, biogas pretreatment, and co-digestion should be optimized in the energy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knowledge-base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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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하수도는 인간 생활에서 사용된 하수와 분뇨, 우수를 처리

하기 해 설치되는 하수 로, 공공 하수처리시설, 하수 류

시설 등을 지칭한다. 하수도가 도입되어 우수를 배제하고 방

류 분뇨를 처리하면서 인간은 수인성 질병의 근원을 방하

고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66년 

하수도법이 제정되어 단기간에 하수도의 발 을 이루어 내었

다. 2016년에 국내 하수도 혜택을 받는 인구는 약 4,900만 명

이며 보 률은 93.2 %에 이른다(ME, 2018a). 그러나 종래의 

하수도 사업은 시설 확충과 처리 효율을 높이기 한 기술 도

입에 집 하 으며 에 지 효율성에 한 고려는 미흡하 다. 

재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자원 고갈 등 환경문제

가 가속화되면서 국가  측면에서의 에 지 책 마련이 이

슈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고도성장으로 인해 오염 부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하수도 

건설  운 에 한 “에 지 positive 하수처리”의 한 심

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나아가기 해 처리 에 지 

감, 이산화탄소 감, 바이오가스 생산,  에 지형 질소/

인 회수 등 “에 지 리 심”의 하수처리 기술 발 이 가속

화되고 있다.

2016년 하수처리시설의 연간 력 소비량은 4,295 GWh로

서 국민 1인당 하수처리에 요구되는 에 지는 약 88 kWh이

다(ME, 2018a). 이는 국내 총 력 소비량의 0.63 %를 차지

하는 비율이다(ME, 2018b). 미국의 경우 0.6 %, 독일은 0.7

%, 이탈리아와 독일은 약 1 %를 국가 력 소비  하수처

리를 한 에 지로 소비하고 있다(Soares et al., 2017). 국내 

하수처리장 사용 에 지의 99 %는 력에 의존하며 체 운

비  력비가 차지하는 비 은 22.1 %이다. 력비용은 

10년간 154.2 %가 증가하여 3,170억 원에 달하며, 꾸 히 증

가하는 추세이다(ME, 2018b). 특히 환경기 시설  하수처

리시설에서 소비되는 에 지 사용량은 50.7 %로 반 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ME, 2018b). 이러한 에 지의 소비는 자

원 고갈을 심화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킨다. 따라

서, 자원 고갈에 비하고 녹색성장의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시설의 에 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유용자원

을 회수하는 미래지향성을 갖추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에

지 자립을 넘어서는 에 지 과생산을 지향해야 한다.

재 하수처리계통에서 1차 침 조의 생 슬러지와 2차 침

조의 생물학  처리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기물은 기

성 소화를 통해 바이오가스로 자원화되고 있다. 에 지 자립

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2007년도 신⋅재생에 지 설비를 운

하고 있는 16개 하수처리시설의 조사 결과, 소화조가 도입

되어있는 경우의 자립률은 4.6 %이었으나, 소화조 설비가 부

재인 경우의 자립률은 1.3 %에 그쳤다(ME, 2010). 그리고 

2016년 국내 500 톤/일 이상의 하수처리시설 649 개소  하

수 슬러지의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58 개소로 국 하수처리

시설 수의 8.9 %에 불과하다(ME, 2018a). 이에 따라, 환경부

는 하수처리시설의 “에 지 자립화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높은 에 지 소비량에 한 책 마련에 심 을 기울이고 

2030년까지 하수처리시설 에 지 자립률 50 % 달성을 목표

로 하고 있으나, 500 톤/일 이상 처리 시설의 에 지 자립률

은 2010년 0.8 %에서 2016년 3.5 %로 소폭 상승하여 조한 

성과를 나타내었다(ME, 2010; ME, 2018b).

국내 하수처리시설의 특성상 유입수의 유기물 농도가 낮을 

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의 유기물 농축률이 낮다. 한, 운

기술과 노하우 부족으로 리가 미흡하여 바이오가스 생

산효율은 20 ~ 30 %로 미국 등의 선진국과 비하여 약 54.2

% 낮은 수 으로 정 효율 기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Cho et al., 2014; Lee et al., 2016). 이에 한 해결책으로 

Adsorptions-Belebungsverfahren(AB) 공정이 제시될 수 있다

(Böhnke, 1977). A단계에서는 유기물이 높은 부하율로 유입

되어 흡착  응집에 의해 주로 제거된다. B단계에서 잔류하

는 유기물과 더불어 질소와 인이 제거될 수 있다. A단계에서 

제거된 유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등과 더불어 C

단계에서 병합소화(Co-digestion) 처리하면 에 지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메탄은 열병합 발 , 연료 지 등을 이용하여 

생성된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가스화의 효율을 증 하기 

Fig. 1. Schematic flow of energy positive sewag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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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처리 시설, 하수처리장 내의 신재생에 지가 도입될 수 

있으며, 에 지 리 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EMS)을 통해 하수처리시설의 에 지 리를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하수 유기물 회수기술, 바이오가스 

처리 기술, 병합 기성 소화, 에 지 리 시스템 등을 

심으로 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에 지 자립화 핵심기술과 

리 방안에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Fig. 1).

2. Energy Potential of Sewage

하수처리시설에서 이용되는 에 지를 감하기 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수처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에 지 자립화를 해서는 크게 에 지 효율 개선과 에 지 

생산이라는 두 가지 근법으로 바라볼 수 있다. 에 지효율 

개선은 일반 으로 에 지 모니터링, 시스템 제어  노후 

장비교체를 통해 수행될 수 있으며, 에 지 생산은 하수 유

기물의 자원회수와 하수처리장의 다른 고유한 특성(하수의 

운동에 지, 잔류 열, 부지)을 이용한 열, 연료, 기에 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를 들어, 하수처리시설에서 사용되는 

에 지  산소 폭기는 체 에 지의 약 50 ~ 70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기존 시설의 산소 달률이 9 ~ 13

%인 것에 비해 미세 기포를 이용하면 15 ~ 40 %로 약 50 %

이상 증가시킬 수 있어 이를 이용하여 에 지 감이 가능하

다. 그러나 에 지 사용 감기술은 하수처리시설 자립화를 

한 소극 인 수단일 뿐이며, 하수의 에 지 잠재력을 회수

하고 에 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Bae, 2018). 하수처리시설의 에 지 잠재량은 Table 1과 

같이 하수의 화학  산소 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 1 kg당 12 ~ 15 MJ의 에 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1차 

슬러지는 kg-TSS당 15 ~ 15.9 MJ의 에 지를 보유하고 있다

(Cho et al., 2014). 이는, 단순히 운 리와 시설 교체를 통

한 에 지 감에만 집 하기 보다는 잠재 에 지를 회수하

여야함을 시사한다.

해외 활성슬러지 공법과 기성 소화 공법을 갖추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평균 1,620 kJ/m3의 에 지를 소비하며, 화학

 산소요구량인 500 mg/L(g/m3)을 토 로 하수의 잠재 에

지를 계산하면 약 8,100 kJ/m3으로 하수의 잠재 에 지는 

하수처리에 소비되는 에 지 비용 비 5배의 에 지를 보

유하고 있다(Bae, 2018). 국내의 경우에는 Table 2와 같이 하

수처리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유입유량 당 력 사용량이 

증가하며, 500 m3/일 이상 시설의 평균 유입유량 당 력 사

용량은 약 1,440 kJ/m3, 평균 화학  산소 요구량은 약 200 

mg/L(g/m3)이다(ME, 2018b; Wan et al., 2016). 하수는 최  

15 MJ/kg COD의 에 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내 활성슬

러지공정의 잠재 에 지는 이론 으로 약 3000 kJ/m3정도이

다. 즉, 국내 하수의 잠재 에 지는 하수처리에 필요한 에

지의 약 2배의 에 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50 % 이상의 하수 

잠재에 지를 회수해야 하수처리장의 에 지 자립화를 이룰 

수 있다.

바이오가스 생산을 한 기성 소화는 온도, pH, 양염

류 등 다양한 인자들의 향을 받으며, 특히 하수 유기물의 

조성에 따라 잠재 에 지는 다양한 범 로 나타난다. 를 들

어, Table 3과 같이 지방이 탄수화물, 단백질에 비해 VS당 높

은 COD를 함유하고 있어 이론 으로 높은 메탄수율을 갖고 

있다(Angelidaki and Sanders, 2004). 그러나 실제로는 탄수화

물의 메탄, 수소 환율이 단백질과 지방에 비해 높다

(Kobayashi et al., 2012). 지방은 기성 소화시 리세롤과 

긴 사슬 지방산(Long Chain Fatty Acids, LCFAs)을 생산하는

Constituent Value Unit

Average heat in wastewater 41,900 MJ/10 ℃⋅103 m3*

Chemical oxygen demand(COD) in wastewater 250-800 mg/L

Potential energy in wastewater, COD basis 12-15 MJ/kg-COD

Potential energy in primary sludge, dry 15-15.9 MJ/kg-TSS

Potential energy in secondary biosolids, dry 12.4-13.5 MJ/Kg-TSS
* Thermal energy contained by 1,000 tons of water per 10 degrees Celsius

Table 2. Domestic sewage treatment plant energy consumption in 2016

Facility capacity Number
Power consumption per inflow

(kWh/m3)
Total power usage

(MWh/year)

500 ~ 1,000 135 2.3 53,292

1,000 ~ 5,000 204 1.4 175,363

5,000 ~ 10,000 79 1.9 283,406

10,000 ~ 50,000 131 0.7 646,584

50,000 ~ 100,000 30 0.5 248,592

100,000 ~ 500,000 45 0.3 1,032,876

500,000 or more 10 0.3 732,623

total 634 0.4 3,172,740

Table 1. Energy content of waste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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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LCFAs는 미생물의 세포벽에 부착되어 미생물과 기질간

의 물질 달을 방해하고 효율을 감소시키며, 단백질은 분해

되어 기성 소화 미생물의 세포성장과 수소생산을 향상 시

키는 질소원을 제공한다(Bai et al., 2004; Dong et al., 2009). 

이와 같이, 이론  에 지 잠재량과 실제 에 지 회수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에 지 잠재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해서는 

하수 성상  열량에 한 정확한 악이 필요하다. 

3. Enhanced Energy Production Through 

Organic Matter Recovery

국내 하수처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생물학  

하수처리이다. 생물학  처리과정에서 량의 슬러지를 생산

하는데 이는 에 지 공  원료의 주요형태  하나이다. 일반

인 하수의 처리방법은 응집, 침천, 폭기, pH 조 에 의한 

무기질 분리 등의 물리⋅화학  처리의 1차 처리와 미생물

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리하는 2차 처리로 이루어져 있다. 

하수는 약 60 %(건조 기 ) 정도의 질소  인 과 같은 생분

해성 양 유기물질과 Cd, Cr, Cu, Ni, Pb, Zn, Hg와 같은 

속을 포함한다. 유기물질은 50 ~ 55 %의 탄소, 25 ~ 30 %의 

산소, 10 ~ 15 %의 질소, 6 ~ 10 %의 수소, 1 ~ 3 %의 인, 그

리고 0.5 ~ 1.5 %의 황 등을 포함한다(Gude, 2015). 이러한 

유기물과 양물질이 슬러지를 생산해내기 한 에 지원이 

되며, 생산된 슬러지는 기성소화 등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에 지로 회수된다. 하수 잠재 에 지는 열에 지, 수력에

지, 화학에 지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가능한데, 에 지를 

회수하는 표 기술 에서 슬러지를 이용한 기성 소화방

식이 체 으로 좋은 효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수를 가

축분뇨 는 음식물 쓰 기와 함께 병합 소화할 시에는 투입 

슬러지의 에 지 잠재량 비 최  128 %의 에 지 회수가 

가능하다(Sarah and Michael, 2015).

바이오가스란 기성조건에서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소

화되어 생성되는 혼합기체를 말한다. 하수처리장에서 기성 

소화는 슬러지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유기물로부터 에 지를 

회수하며 병원균을 사멸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바이오가스

의 혼합기체는 부분 메탄(50 ~ 75 %)과 이산화탄소(25 ~ 50

%)가 차지하게 되는데 메탄은 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가 이산화탄소보다 21배나 높아 온실효과에 

미치는 향이 크기 때문에 하수처리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

은 지구온난화 억제효과도 있다. 유럽은 바이오가스 회

(European Biogas Association, EBA)를 설립하여 바이오가스 

연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Bae et al., 2016). 유럽연

합(EU)은 2016년 16.6 Mtoe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 는데, 

년도 비 6 %가 증가하 고, 독일(8.1 Mtoe), 국(2.6 

Mtoe), 이탈리아(1.9 Mtoe)가 유럽 체 생산량의 75.8 %를 

생산하고 있다(Observ’ER, 2018). 국내 하수처리장의 바이오

가스화 시설은 2015년 기  3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8,742

천 톤/년 처리하고 있다(Yeo, 2016). 바이오가스 시장은 2012

년에 173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2배인 331억 달러로 성장

할 것으로 망된다(Yousuf et al., 2017).

기성 소화는 고농도의 기질처리가 가능하고, 생산과정에

서 이론상 유입기질의 90 % 이상이 바이오가스로 환 가능

하다. 한, 슬러지 발생량이 4 % 정도로 매우 은 장 이 

있다. 바이오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자연 순환

에 의해 이용되므로 탄소 감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호기

Substrate
Composition

Formular
COD/VS

(g-COD/g-VS)
CH4 yield

(Sm3-CH4/kg-VS)
CH4 yield

(Sm3-CH4/kg-CODCR)
CH4

Content(%)

Carbohydrate (C6H10O5)n 1.19 0.415 0.35 50

Protein* C5H7NO2 1.42 0.496 0.35 50

Lipids C57H104O6 2.90 1.014 0.35 70
* Nitrogen of protein converts to NH3

Table 3. Theoretical yield comparison of substrate components in anaerobic digestion

Fig. 2. Steps of organics degradation in anaerobic di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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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반응과 비교하여 복잡한 과정이 존재하고, 미생물이 환경

에 매우 민감하고, 낮은 증식속도로 인해 긴 체류시간이 요

구된다(Yeo, 2016). 한, 처리수의 농도가 높아 후속처리가 

요구되기도 하며 슬러지의 침 성이 낮은 단 을 갖고 있다.

바이오가스가 생성되는 슬러지 분해과정은 각 기성 미생

물에 의해 크게 네 단계로 나 어진다. 첫 번째 “가수분해” 

단계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고분자 유기물이 

간단한 유기물(아미노산, 당, 지방산)로 분해된다. 이는 가수

분해 박테리아들의 세포 효소에 의해 진행되며 기성 미생

물의 탄소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용존성 유기화합물로 환

시키는 과정이다. 두 번째 “산 생성” 단계에서는 가수분해 

단계에서 생성된 화합물을  분자량의 간화합물인 부틸

산, 로피온산 등으로 재분배하고 이산화탄소, 수소, 황화수

소, 암모니아를 방출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아세트산 생성” 

단계에서 이를 아세트산과 수소로 변환시킨다. “메탄 생성” 

단계에서 아세트산, 수소, 이산화탄소, 메탄올, 포름산 등을 

기질로 사용하여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생산한다. 각 단계는 

발효균, 아세트산  수소 생성균, 메탄 생성균등 서로 다른 

미생물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미생물의 활동은 유기 으로 

연결되어 있다(Fig. 2).

3.1. Chemically Enhanced Primary Treatment(CEPT)

잉여슬러지의 기성 소화를 통해 형성되는 메탄형태의 바

이오가스는 에 지를 회수하기 한 가장 실용 인 방법이

다. 1997년 Böhnke는 활성슬러지와 유입수를 공기에 시

키고 후단의 침 조에서 잉여슬러지를 회수하는 AB process

를 발표했다(Böhnke, 1977). “에 지 positive 하수처리”를 

달성하기 해서는 기소화와 결합된 A단계에서 슬러지 생

산을 극 화해야 하며, 그 후 잔류 유기물과 양염류를 처

리하는 2차 처리 단계는 에 지를 최 한 약하는 방향으

로 최 화해야 한다. 하수처리에서 슬러지 생산을 증가시키

는 직 인 방법으로는 응집제를 이용하여 하수의 입자성

분을 효율 으로 응집⋅침 하여 제거하는 Chemically 

Enhanced Primary Treatment(CEPT) 방법이 있다. CEPT의 

개발은 기에 1870년  국에서 시작되었으며, 1890년

부터 미국에서 범 하게 이용되었다(Parker et al., 2001). 

표 인 응집제로는 철, 알루미늄 등이 사용된다. 유기물의 

제거효율은 85 % 정도로 높지만 하수에 과도한 유기물이 포

함되어 있다면 에 지 회수 잠재력은 감소된다. 그리고 

CEPT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염화 제2철, 명반(Alum), 유

기 고분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일정부분 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CEPT 공정은 0 ~ 1 mg/L 정도 은 양의 응집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온도가 낮으면 더욱 많은 양의 응집제를 필요

로 하기 때문에 추운 기후의 국가에서는 이보다 많은 양이 

필요하다. 1990년 에 노르웨이에서는 28개의 생물학  처

리가 없는 CEPT공정이 운 되었으며, SCOD의 함량이 낮은 

경우 BOD와 TSS의 제거 효율이 82 %, 87 %로 매우 높은 

효율을 달성했다(Parker et al., 2001). 공정 도입을 해 처리

조를 개조하거나 새로 설비하는데 있어 상 으로 은 비

용을 필요로 하며, 처리 운 비용은 활성슬러지 공정의 운

비용보다 약 1.85배 낮다. 생물학  공정은 SCOD의 제거가 

용이하고 잉여슬러지를 체 에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지

만 폭기비용, 슬러지 처리, 반응기 크기 등 여러 요건을 고려

했을 때 CEPT공정의 운 비용이 비교  효율 이다. CEPT

는 비교  작은 반응조 용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지 확

보가 어려운 도시에서 합하게 용될 수 있으며, 자  

확보가 어려운 개발도상국 국가에서도 용하기에 용이하다. 

Table 4는 홍콩과 캘리포니아 등의 CEPT 공정 운  사례이

며, 홍콩에서의 최  CEPT 공정은 평균 TSS와 BOD 제거가 

91 %, 80 %로 성공 인 운 을 달성하 다(Guven et al., 

2019).

3.2. High Rate Activated Sludge(HRAS)

고속 활성슬러지(High Rate Activated Sludge, HRAS) 공정

은 유입수와 미생물을 공기와 시켜 미생물의 사활동

에 의해 하수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활성슬러지법과 유사하

나, 매우 짧은 수리학  체류시간(Hydraulic Retention Time, 

HRT)을 갖는 차이 이 있다. HRAS 공정을 이용하면 슬러

지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짧은 체류 시간이 선별압

력(Selective Pressure)으로 용되어 유기물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미생물이 우 하게 되고 처리조내에 미생물 군집구

조가 변하게 된다. 일반 활성슬러지 공법의 생분해성 유기물 

부하량에 비해 HRAS의 생분해성 유기물 부하량이 10배 이

상 높다. 짧은 HRT로 인하여 슬러지의 높은 유기물 부하율

(Sludge-specific organic Loading Rate, SLR)이 유지되며, 높

은 유기물 부하는 미생물의 부패를 방지하고 자산화에 의한 

생물량 생산계수를 높이기 때문에 슬러지의 손실이 최소화 

Item Hong Kong California USAa

Capacity(m3/s) 40 n.d.* n.d.

Coagulant addition(mg-FeCl3/L) 10 <25 14-20

Polymer addition(mg/L) 0.15 <0.2 0.3-0.5

TSS removal(%) 91 85 64-80

BOD removal(%) 80 >55 n.d.

TP removal(%) n.d. >85 n.d.
* n.d.: no data
a: The data for the facilities in Buffalo, New York, Benton Harbor, Michigan and Cleveland, Ohio.

Table 4. Operational conditions of full-scale CEPT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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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Böhnke, 1977). 기성 소화에 합한 슬러지가 생산되

게 되며 이를 통해 에 지 회수에 유리하게 용할 수 있다.

HRAS공정은 일반 으로 공정의 A-단계나 고속 멤 인 

생물 반응기(Membrane bioreactor, MBR)와 결합되어 용된

다. 최 의 AB 공정은 1981년에 독일 Krefeld하수처리장에

서 시작되었다. AB공정 기반 처리시설은 1985년 기  5개에 

불과하 지만 지난 10년간은 50여개로 증가 하 는데, AB 

공정의 첫 단계로 설치된 HRAS 공정은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의 일부 유럽국가에서 용되었으며 재는 미

국,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등 세계 각지에서 운 되고 있다. 

Table 5는 독일에의 최 의 AB공정 실 용 사례이다. A단계

에서 BOD의 제거효율이 44 ~ 62 %로 나타났으며, B단계에

서는 BOD농도를 10 mg/L 이하, COD농도를 60 mg/L 이하

로 처리한 바 있다(Guven et al., 2019). 그 외에도 Table 6과 

같이 네덜란드에서 AB 공정들이 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려된 하수처리시설의 SRT는 0.3 ~ 0.65일이며 HRT는 24 ~

51분으로 매우 짧은 값을 갖는다. 이와 같은 HRAS 공정은 

높은 효율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부가 으로 철 

화합물 등의 응집제를 첨가함으로써 질소, 인제거의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도 있다.

HRAS 공정에서 유입수를 미생물과 산소에 시킨 후 

침 시키는 방식은 기존의 활성슬러지 공법(Conventional 

Activated Sludge, CAS)과 유사하여 High Rate Conventional 

Activated Sludge(HiCAS)라고 하며, 유입수와 미생물을 용존

산소가 최소화된 상태로 한 후에 산소 포기하여 안정화

시키는 방식은 안정화(Contact Stabilization, CS)라고 한

다. CS 공법은 반송슬러지를 수 시간 동안 폭기시켜 안정화

시킨 후에 무산소조건, 혹은 낮은 산소농도에서 짧은 시

간동안 유기물을 회수하고 유기물을 흡수한 슬러지는 다시 

안정화 단계로 반송한다. 과 안정화 사이에는 기질농도

의 차이가 생기며 “Feast-Famine” 상태가 되어 기질의 흡착

과 장에 한 “선별압력”을 가한다. “에 지 Positive”로 

나아가기 해서는 유기물의 포획을 최 로 해야 하며 유기

물의 산화와 생물 환보다 흡착, 장을 증가시켜야 한다. 

따라서 기질을 흡착, 장하는 CS방식이 에 지를 회수하기

에 더 합하다(Chudoba et al., 1973; Daiggerr and Grady, 

1982). 최근 연구에 따르면 CS 방식은 생분해율이 높고 생물

량이 안정 이기 때문에 탄소 환률이 높아 에 지 회수율

이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다(Rahman et al., 2019).

Meerburg et al. (2015)는 기존의 CAS와 CS, 그리고 짧은 

HRT와 SRT를 갖는 HiCAS, HiCS 네 개의 Lab-Scale 반응

기를 통해 유기물 제거효율과 에 지 회수효율을 비교하

다. 유기물 부하율이 CAS와 CS에서 0.2 ~ 0.6 g-bCOD/ 

g-VSS⋅d, 고속 반응기에서 2 ~ 10 g-bCOD/g-VSS⋅d로 유

Item Krefeld Pulheim Rheinhausen Bad Gruiten Bad Honnef

Design capacity(PE) 800,000 80,000 170,000 10,000 35,000

Actual capacity(PE) 505,000 26,700 84,000 4,500 50,000

Influent(mg-BOD/L) 480 412 214 288 620

Effluent(mg-BOD/L) 5-7 6 6 5 4

Effluent(mg-COD/L) 30-60 42 52 50 30

A-stage COD removal efficiency(%) 55 59-62 44 43 55-60

B-stage sludge load
(kg-BOD/kg-MLSS/day)

0.13 0.05 0.18 0.15 0.13

A-stage SVI(mL/g) 37 40-58 60 50 40-60

B-stage SVI(mL/g) 130 50-70 93 65 70-100

Table 6. Operational conditions of AB process in Netherlands

Item Nieuwveer Dokhaven Utrecht Garmerwolde

Maximum hydraulic load(m3/h) 16,500 19,000* 15,000 12,600

Contribution of industrial wastewater 
load in total(%)

8 3 0 11

A-stage HRT(min) 23 34 51 33

A-stage SRT(day) 0.65 0.27 0.30 0.33

A-stage MLSS concentration(g/L) 2.6 1.4 1.5 1.8

Phosphorus removal method in A-stage Fe(II)SO4 addition Fe(III)Cl3 addition Fe(III)ClSO4 addition Fe(III)Cl3 addition

Nitrogen discharge criteria 10 mg-N/L
N: >%75 removal,

21 mg-N/L
N: 10 mg-N/L N: 15 mg-N/L

Phosphorus discharge criteria
>%75 removal, 

2 mg-P/L
P: >%75 removal,

2 mg-P/L
P: 1 mg-P/L

P: 1.4 mg-P/L
(based on 10 days average)

* The values in the table represent only the values of the A-stage.

Table 5. Full-scale wastewater treatment plants using AB plants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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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어 High-rate 반응기의 유기물 부하율이 10 ~ 15배 가량 

높았다. Table 7은 연구에서의 COD제거효율, 에 지 회수율 

등을 보여 다. 빠른 HRT로 인하여 High-rate 반응기에서 기

존의 CAS반응기보다 상 인 COD 제거효율은 낮지만

(40-55 %) 메탄 수율이 히 높으며 특히, 안정화시간과 

시간의 비율이 낮은 HICS 공법에서는 상당히 높은 에

지회수율을 확인하 다(Meerburg et al., 2015).

4. Co-Digestion of Sewage Sludge and 

Organic Wastes

4.1. 유기성 폐기물의 투입 필요성

일반 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하수슬러지는 쉽게 분해

되는 유기성 물질의 농도가 고 탄소  질소의 비율(C/N)

이 정 값보다 낮아 기성 소화에 어려움이 있다. C/N비가 

낮으면 질소가 과다하여 높은 농도의 암모니아에(NH3)의해 

박테리아의 성장을 해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하수 슬러지에 

별도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축산분뇨 등의 

유기성 폐기물을 병합 처리하면 쉽게 분해되는 유기성 물질

을 보충해주고 정 C/N비(10 ~ 30의 범 )를 맞추어 주어 

기소화 효율을 극 화 시킬 수 있다. 한, 유기성 폐기물

들을 처리하기 한 별도의 운 시설을 감축시킬 수 있어 비

용 효율 이다. 단, 병합처리를 시행하면 소화슬러지의 양이 

늘어나고, 유기물의 농도와 함께 질소, 인의 농도가 증가하

여 탈리액 처리에 부하가 증가할 수 있다(Yu, 2011).

4.1.1 도시 발생형 유기성 폐기물

병합소화를 해 이용되는 원료물질은 크게 음식물류폐기

물과 가축분뇨로 나 어 볼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비롯

한 도시 유기성 폐기물은 생분해도가 높아 통합처리에 이

이 있지만 고농도의 유기물과 약 5 % 정도의 고형물을 포함

하고 있으며, pH가 낮고 염분농도가 높아 기기설비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다. 총 고형물 에서 기성 소화조에서 분해가 

가능 한 VS/TS는 약 0.7 ~ 0.8 정도이며, 20 % 정도는 분해가 

불가능한 이물질이나 잡물 등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소

화효율을 높이기 해서 처리 시설에서 쇄 혹은 선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한, 음식물류 폐기물 특성

상 지역별, 계 별, 요일별로 배출량의 변동이 매우 크기 때

문에 시설용량 산정 시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한다

(ME, 2015b). 하수슬러지에 음식물류폐기물을 병합할 경우에

는 휘발성 지방산 농도를 3,000 mg/L 이하로 제한하여야 하

며, 습식기 으로 유기물 부하율은 1.5 ~ 4.0 kg-VSin/m
3⋅d로 

유지 하여야 한다.

4.1.2 농  발생형 유기성 폐기물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 뇨  가축의 사육과정에

서 배출되는 유기성폐기물을 말한다. 가축분뇨의 특성 상 사

육단계별로 발생하는 분뇨의 양과 성분 함량은 매우 상이하

며, 일반 으로 음식물류폐기물에 비해 낮은 유기물 농도를 

갖고 있다. 가축분뇨는 삼성분이 요하게 고려되는데 수집 

상에 따라서 고상, 액상  혼합 상태로 구분되어져 있다. 

가축분뇨의 발생 특성에 따라서 한 기술을 용하는 것

이 경제 으로 요한 결정 요인이다. 를 들어, 고상의 함

유율이 많은 가축분뇨는 퇴비화로 처리할 시에 수분조 제

의 투입량을 일 수 있어 경제성이 우수하고, 수분 함량이 

높은 액상의 경우에는 수분 조 제의 양이 증가하게 되어 경

제성이 떨어지게 된다(ME, 2015a). 따라서 병합 소화시에 하

수슬러지와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의 성상을 고려하여 

정 투여율을 산정해야 한다.

4.2. 기소화의 해 인자

바이오 가스화 시설에서 기성 미생물은 증식속도가 매우 

느리고, 온도, 유기물 부하율, pH, 해물질 등의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운 인자의 향을 크게 받는다. 

기성 소화반응에서 일반 으로 메탄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

는 제한 물질로는 휘발성 지방산(VFA), 암모니아, 속류 

등이 있다. 게 이러한 물질들은 소화공정에서 정농도가 

필요하지만 소화공정 운 이 지속되면서 일정수 의 농도를 

과하게 될 경우, 독성물질에 한 내성이 약한 기성 미

생물은 증식이 억제될 수 있다.

병합소화로 유입되는 음식물 폐기물류, 축산 분뇨 등의 기

질은 높은 농도의 질소를 포함한다. 질소를 포함하는 유기물

이 분해될 때 질소는 암모니아(NH3)로 변환되고, 암모니아가 

물에 해리되면 암모늄을 형성한다. 질소는 세포 분해에 필요

한 필수 양소이지만 기질 내 암모니아/암모늄이 축 되게 

Reactor
SRT
(day)

tc/ts COD removal(%)
Sludge yield

(g-TSS/g-CODremoved)
Specific methane yield
(g-CODCH4/g-TSsludge fed)

Energy recovery
(g-CODCH4/CODinf)

CAS 10 n.a. 74 0.16 ± 0.16 0.55 ± 0.04 0.07 ± 0.06

CS 12 0.1 46 0.25 ± 0.21 0.54 ± 0.06 0.06 ± 0.05

HiCAS
1.31 n.a. 55 0.32 ± 0.07 1.10 ± 0.13 0.19 ± 0.05

0.41 n.a. 48 0.40 ± 0.06 1.36 ± 0.04 0.27 ± 0.04

HiCS
1 1.0 40 0.52 ± 0.10 0.72 ± 0.07 0.15 ± 0.03

1.1 0.14 40 0.80 ± 0.17 1.13 ± 0.08 0.36 ± 0.08
* n.a: not applicable

tc: contact time
ts: stabilization time

Table 7. Operational conditions of biological organic recovery process treating synthetic waste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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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메탄발효 미생물이 해되어 VFA의 메탄 환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VFA의 축 은 pH의 하로 이

어져 소화조의 운 이 어려워진다. 여러 연구에서는 억제작

용이 해리되지 않은 암모니아에서 기인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암모니아에 의한 해 메커니즘은 정확한 견해가 없

으며 문헌마다 해 농도에 차이가 있다(McCarty and 

McKinney, 1961; Poggi-Varaldo et al., 1997). Table 8은 

기성 소화에서 암모니아 농도에 따른 억제에 해 다룬 다양

한 문헌의 사례이다. 안정 인 운 과 해를 받는 암모니아 

농도의 값들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반응조의 체류시간을 길게하여 미생물의 순응기간이 충분하

면 독성을 유발하는 한계농도가 높아져 높은 농도의 암모니

아에 응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 특히, 고정층 반응조에서는 

교반 반응조보다 보다 높은 암모니아 농도에 응할 수 있으

며, B, Ni, Se 등의 미량원소를 주입하면 가스발생량이 증가

한다는 연구사례가 있다(ME, 2015b; Park et al., 2012). 그리

고 소화처리 후의 탈리액에는 질소 등의 양염류가 약 5 ~

10 % 정도 증가하여 후속처리가 필수 이지만 부분의 

COD가 기성 소화조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낮은 C/N 비로 

인하여 MLE 혹은 A2O와 같은 탈질 기반 폐수처리 운 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정 C/N 비를 맞추기 해 

외부 탄소원을 주입하여야 하지만 유기물을 탄소원으로 이용

하지 않는 ANAMMOX(ANaerobic AMMonium OXidation) 

공정을 이용하면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타 속등의 유해인자로 인해서도 미생물에 독성작용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황산염의 생물학  환원반응에 의해 황

화물이 생성될 수 있는데, 황화물이 100 mg/L 이상의 농도에

서 기성 미생물이 해된다고 보고되며, 황산염 한 50 ~

100 mg/L에서 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황화

물은 독성 향을 미칠 수 있는 가용성 속과 결합하여 불

용성 염을 형성하여 속의 독성을 제거시킬 수 있다. 따라

서 고농도의 속이 있더라도 이에 상당하는 황화물이 존

재하면 해작용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Yu, 2011).

5. Available Pretreatment Technology for 

Anaerobic Digestion

용해성 유기물질을 다량 함유한 1차 슬러지는 비교  소화

가 용이하여 가수분해 단계에서 부분 바이오가스로 환

된다. 그러나 2차 침 지에서 생성되는 잉여슬러지는 미생물

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가수분해단계에서 단단한 미생물 세

포벽이 괴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해 속도가 느리다. 매우 

긴 체류시간(20 ~ 30일)을 요구하며 낮은 생분해율로 인해 

효율성이 낮다. 이러한 이유로 기성 소화에서 바이오가스

의 생산은 생분해도와 가수분해 단계속도에 의존하게 된다. 

국내의 경우, 미숙한 운 기술과 긴 체류시간으로 5만 톤/일 

이상의 소화조 효율이 약 20 ~ 30 %에 그치고 있다(Cho et 

al., 2014). 따라서 바이오가스의 낮은 생산 효율을 개선시키

기 해서는 슬러지 세포를 용해시키는 처리가 우선되어

야 한다. 처리 단계에서는 슬러지 세포의 세포벽을 괴하

여 세포를 용해하고, 입자상 물질을 가용화 시킨다. 난분해

성 물질을 생분해 물질로, 고분자 물질을 분자 물질로 

환시키고 세포외 고분자 물질을 산 생성 미생물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한, 처리의 시행은 슬

러지의 용해로 인해 폐기되는 잔여 슬러지의 양을 감소시키

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바이오가스 생산 표 인 처리 

기술로는 물리  괴, 열 가수분해, 화학  처리 등이 많

이 연구되고 있다.

5.1. 기계  처리를 이용한 쇄

기계  처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음 , 원심분리, 

액체 단(Liquid Shear), 고압펌 에 의한 충돌 , 고압 균

질화(High Pressure Homogenizer) 등이 있다. 이 에서 음

를 이용하는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음 란 16 

kHz이상의 주 수를 가지는 음 로 정의되는데, 수 에 

음 를 조사하면 미세기포가 생성되어 공동 상(Cavitation)

이 발생하게 되고 순간 으로 고압, 고온, 단응력 에 지

에 의해 분해되면서 세포내 유기물이 용출된다. 슬러지 세포

용해를 한 최 의 주 수는 주 (20 ~ 40 kHz)로 알려져 

있으며, 에 지 임계치는 1000 ~ 16,000 kJ/kg-TS의 범 이

다. 슬러지 농도가 높을수록 Cavitation거품이 슬러지와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에 지 임계치는 낮아지게 되며, 

도가 증가하여 거품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총 고형물(Total 

Solids)기 으로 2.3-3.2 %의 농도에서 최 의 효율을 나타낸

다(Show et al., 2007).

Erden and Fillbeli (2010)은 터키의 이즈미르시립 하수처리

시설에서 샘 을 채취하여 음  처리 효과를 입증한바 

있다. 음  주 수 20 kHz를 하수슬러지에 조사한 결과, 슬

러지의 용해를 유발하여 상층액의 생분해성유기물(SCOD), 

용해성유기탄소(DOC), 총 질소(TN), 총 인(TP)이 각각 340

%, 860 %, 716 %, 207.5 % 증가했다. 한, 바이오가스 생산

량은 44 % 증가하여 음  처리가 슬러지의 기성 생분

해성을 증가시킴을 보고하 다(Erden and Fillbeli, 2010).

Ammonia concentration
(mg/L)

Remarks Reference

3,500 Stable operation when the residence time is longer than 80 days Choi et al., 2008

>1500 Inhibitory effect Park et al., 2013

>700 Inhibitory effect Angelidaki et al., 1994

>150 Inhibitory effect McCarty and McKinney, 1961

Table 8. Data on the inhibitory concentration of am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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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열을 이용한 고분자 유기물의 가수분해

열 가수분해 기술은 1978년에 처음 용되었으며, 재 하

수처리시설에서 기성 소화를 향상시키기 해 사용되는 

방법  가장 보 된 기술이다(Haug, 1978). 소화단계에서 

슬러지의 탄수화물과 지질은 쉽게 분해되는 반면에 단백질

은 세포벽에 의해 보호되는데, 열 가수분해는 세포벽과 세포

막에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을 분해시켜 생물학  분해가 용

이하게 한다. 열처리는 부분의 슬러지에 하여 효과가 입

증 되었지만 특성상 가수분해가 잘 되지 않는 슬러지는 더 

강한 처리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리 최 온도와 시간

이 다르게 된다. 보통 150 ℃ 이상으로 온도를 증가시키면 

가수분해율이 증가하지만 메탄 생산율은 증가하지 않는다. 

높은 온도(170-190 ℃ 이상)에서는 유독의 내화성 화합물이 

형성되며, 분해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슬러지 생분해성

과 메탄 생산율이 감소하게 된다(Gavala et al., 2003). Li and 

Noike (1992)의 연구는 170 ℃에서 60분간 처리하 을 때 최

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나타냈으며, 처리시간을 길게 하거

나 120 ℃와 180 ℃ 사이의 처리 온도에서 생산량의 차이

가 크지 않음을 확인 했다(Li and Noike, 1992).

열 가수분해 처리는 소화후의 슬러지 탈수시 함수율이 

63 ~ 70 % 수 으로 감소된다(Cho et al, 2014). 한, 용해성 

기질이 증가하여 기소화에서 VFA와 바이오가스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온도에 의해 슬러지의 도가 낮기 때문에 

고형물 농도를 높일 수 있어 소화조의 부피를 감시킬 수 

있다(Kim, 2013). 표 으로 노르웨이 Cambi사의 공정이 

상업화 되었으며 Cambi 공정 도입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3배 증가, 연간 슬러지 처리비용은 86 % 감되었다고 보고

되었으며, 2016년 국내에서도 최 로 안양 박달 하수 처리장

에 연간 230,000 톤의 처리 시설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Evans, 2003).

5.3. 화학  처리를 통한 고분자 유기물의 가수분해

화학  처리는 세포벽, 세포막을 가수분해하여 세포내의 

유기물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산화 가수분해와 알

칼리 가수분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장 리 사용되는 

화학  방법은 오존을 이용한 처리로써 슬러지 미생물을 

사멸시켜 세포내 유기물질을 산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용해 

방법이다. 이론 으로 O3의 산소원자 1개가 산화되는 물질과 

반응하기 때문에 48 g의 오존이 16 g의 COD를 분해한다

(Lee et al., 2005). 슬러지의 생분해율은 오존 주입량에 의존

하지만, 오존 농도가 무 높으면 메탄생성 세균이 산화되어 

메탄 수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운 변수를 결정할 때는 

COD부하와 슬러지 생산율을 고려해야한다(Levlin, 2010). 

몇몇 연구에서 보고된 기성 생분해를 한 최 의 오존 투

입량과 효율을 Table 9에 나타내었다. 

6. Power Generation Technology using Biogas

6.1. 열병합 발 을 통한 에 지 회수효율 증

열병합 발 (Combined Heat and Power, CHP) 시스템은 하

나의 에 지원으로부터 력과 열을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

는 종합 에 지 시스템을 말한다. 력과 열의 동시 발 은 

에 지를 용도별로 히 공 할 수 있게 하여 이용효율을 

극 화시킬 수 있다. 하수처리시설 내에 바이오가스 연료를 

발 시킬 수 있는 가스엔진을 설치하여 자체 력을 충당할 

수 있으며, 가스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열 교환을 통

해 소화조 가온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하수처리장의 내에서 

필요한 기와 열의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 일반 인 화력

발 소로부터 력을 송 하여 이용할 경우 생산되는 열은 

부분 강이나 바다로 버려지기 때문에 연료의 에 지 비 

효율이 35 % 정도에 불과하나, 열병합 발 을 이용할 경우 

손실열을 회수하여 냉난방열로 이용하기 때문에 75-90 %까

지 활용이 가능하다(Song, 2016). 연료에 지원으로 생산되

는 력과 더불어 열에 지 공 을 한 연료소모가 필요하

지 않으므로 기존의 발 방식과 비교하여 이산화탄소의 발생

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 Stillwell et al. (2010)의 연구에 의

하면 CHP로 처리하는 폐수 100만 갤런(3,785 m3)당 약 350 

kWh의 기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미국 텍사스의 모든 하

수처리장에서 CHP를 용할 시에 기 사용량을 최  26 % 

일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 다. 국내에서도 부산 수 사업

소에서 1988년에 열병합 발 이 공되어 자체 력으로 활

용하고 있으며, 열 이용효율은 42 %, 발 효율은 33 %로서 

체 시스템 효율이 75 % 정도이다(An et al., 2002).

6.2. 연료 지를 이용한 에 지 고 도화

연료 지는 수소와 산소의 기화학 인 변환방법을 이용

Substrate Treatment conditions
Anaerobic digestion 

conditions
Results Reference

Mixed sludge 0.1 g-O3/g-COD
Batch

HRT: 30 days
Temp.: 33 ℃

Increase of CH4 production from 110 to 220 
mL/g-CODin(+100 %)

Weemaes et al., 2000

Sewage sludge 0.1 g-O3/g-COD
Batch

HRT: 30 days
Temp.: not available

Increase of CH4 production from 82 to 173 
mL/g-CODin(+110 %)

Yeom et al., 2002

Activated sludge 
(synthetic)

0.05 g-O3/g-COD
CSTR 

HRT: 28 days
Temp.: 35 ℃

Increase of TS removal from 31% to 59 %(+90 %) Goel et al., 2003

Table 9. Efficiency of oxidation pre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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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화학에 지를 직  기에 지로 변환시키는 발 장치

이다. 천연가스로부터 개질화 과정을 거쳐 생성된 수소와 공

기 의 산소를 반응시켜 물의 기분해와 반 되는 반응으

로 기를 생산한다(Sim, 2008). 연료 지는 에 지 도가 

높으며, 폐열의 이용이 가능하고, 소규모발 이 가능하며, 오

염 배출원이 고, 이산화탄소와 물만 생성되기 때문에 환경

친화 인 이상 인 발 장치로 평가되고 있다. 주로 천연가

스를 연료로 하는 연료 지발  시스템이 개발되어 왔지만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 연료 보 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최근

에는 바이오가스, 석탄가스 등을 사용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에서는 소화과정을 통해 얻어진 

바이오가스로부터 수소를 추출하여 연료 지를 이용하는 것

이 가능하다. 일반 으로 메탄을 수소로 개질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매기술은 다음과 같은 화학양론 식으로 표 된다

(Delgado et al., 2015).

Steam Reforming(SR): CH4 + H2O → CO + 3H2, ΔH 

= 206.2 kJ/mol (1)

Dry Reforming(DR): CH4 + CO2 → 2CO + 2H2, ΔH 

= 247 kJ/mol (2)

Catalytic Partial Oxidation(POX): CH4 + ½ O2 → CO + 

2H2, ΔH = −36 kJ/mol (3)

바이오가스를 연료 지로 이용해 발 하기 해서는 처

리 과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바이오가스는 부분 메탄과 이

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료 지의 성능과 수명을 단

축시키는 황화수소와 실록산 같은 피독물질 한 함유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정제기술이 필요하다(Haga et al., 2008). 연

료 지는 해질의 종류에 따라 고분자 해질 연료 지

(PEMFC), 인산형 해질 연료 지(PAFC), 용융탄산염 연료

지(MCFC), 고체 해질 연료 지(SOFC) 등으로 구분되는

데, 그  용융탄산염 연료 지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수소에 내성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의 바이오가스화 시설

에 용하기에 합할 수 있다(Lee et al., 2007; Sim, 2008). 

연료 지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은 King County하수처리시설

에서 용융탄산염 연료 지를 이용한 세계 최  규모의 바이

오가스 발 소를 운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 탄천하

수처리시설에서 국내 최 로 개발된 용융탄산염 연료 지가 

사용되고 있다(Bae et al., 2016).

7. Energy Management of Sewage Treatment Plant

7.1. 에 지 진단

‘에 지이용합리화법’ 제 32조 에 지진단 운용규정에 따라 

연간 에 지 사용량이 2,000 toe 이상인 에 지다소비사업자

는 의무 으로 5년 주기의 에 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

만, 2009년 연간 력 사용량이 2,000 toe 이상인 500 톤/일의 

하수처리시설은 55개로 조사되어 체 하수처리시설의 12.5

% 만이 해당 처리시설로 분류 되었다. 그리고 에 지 사용량 

산정에 있어 요한 인자인 처리 유량, 용 공법, 유입유기물 

농도 등의 향은 고려되지 않고 제거 BOD 당 소모 력을 

기 으로만 진단되고 있다. 한, 환경부는 공공하수도시설 운

⋅ 리 업무지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 리 실

태를 분석하고 있는데, 주로 하수처리능력에 을 두고 있

으며 에 지 련 수는 하수도 운 분야의 8 %, 체 하수

도 서비스 평가 수의 4.1 %에 불과하다(Cho, 2011).

에 지 감과 자립화를 해서는 공정별 에 지 사용 여부

와 합성이 주기 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리체계에

서 운  평가는 부분 방류수 수질기 을 수하기 한 수

질확보에 그치고 있으며, 에 지 사용량에 미치는 여러 인자

들을 분석하기 한 기 자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Han, 

2010). 환경부는 매년 하수처리시설의 운  황과 성과를 종

합하여 하수도통계를 발간하고 있지만, 담당 실무자가 제출하

는 정보를 수집하는 ‘보고통계’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통계

수치의 정확도에 한 단을 내리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으

며 특히, 력 사용량에 한 정보가 락되거나 명확하지 않

을 수 있어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한, 자료수집과 검증

을 해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발간되기 때문에 황을 악하

고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해 

각 하수처리시설 별로 특성을 고려한 에 지 진단 자료 수집 

 리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 처리수질, 운 조건, 에

지 사용량, 에 지 회수율을 지속 으로 악할 수 있는 모니

터링을 통하여 검침의 품질을 확보하고, 보고통계의 지표를 

개발⋅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하여 진단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운 기술을 벤치마킹하여 에 지 자

립화를 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에 지 자립화를 추진함에 있어 신재생 에 지 생산이나 

회수 에 지의 사용도 요한지만 우선 으로 다루어야할 

요소는 감을 통한 에 지 사용 최소화이다. 공공 하수처리

시설의 각 공정은 설비, 기 기기 등이 복합 으로 운 되

며, 각 시설별, 공정별, 그리고 지역 특성에 따라 에 지 사

용량과 감 여건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수처리 

운  황과 공정별 에 지 사용량을 종합 으로 분석하여 

최 의 운 조건을 유지하고 에 지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나, 행의 리체계에서는 공정별로 에 지사용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지속 인 “에 지 positive” 

하수처리시설을 유지하기 해서는 공정별 에 지 사용량에 

한 기 자료 확보와 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해,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유량, 용 공법, 계펌  유무 등 모

든 요건을 종합하여 하수도 체 시스템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하수처리시설의 특성에 따른 일변화, 기기운 에 

따른 력 수용량을 악하기 해 단  공정별로 력 계량

기를 설치하여 력량이 산정될 필요성이 있으며, 방류나 재

이용을 한 계펌 의 개수, 력사용량, 체에 지 생산

량 등 종합 인 에 지의 흐름이 악되어야 한다.

하수처리시설은 문 기업을 통해 처리시설내의 에 지 이

용 흐름을 악하여 에 지 손실을 최소화 하고, 에 지 회수

를 한 CEPT 는 HRAS 공정이나 바이오가스 설비 설치, 

폭기장치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설비 등을 ESCO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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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ESCO는 에 지 리 공단으로

부터 자 지원을 받아 에 지 감형 시설 설치사업에 참여

하여 기술, 자  등을 제공하고 투자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

지 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

을 포함하여 세계 40여 개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에 지 감 

문 기업이다. 도내 각 시⋅군은 에 지 감, 생산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기술 , 경제  투자 험에 한 부담을 해소

할 수 있으며, 투자비상환 이후 생산되는 추가 에 지는 지속

인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미 부산 수 하수처리장, 구 서

부하수처리장 등에서는 ESCO 사업을 통하여 력비를 감

하고 에 지 자립률을 향상시킨 사례가 있으며, 지속 으로 

신재생에 지 개발과 하폐수를 활용하는 에 지 신기술 도입

을 통하여 에 지 자립률을 높이기 한 노력을 하고 있다.

7.2. 에 지 리 시스템

2000년  이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고 에 지 약에 한 

요성이 두되면서  세계 으로 에 지경 시스템이 활

발히 도입되고 있다. 에 지경 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EMS)은 각 공정별로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 트웨

어 등을 설치하고 에 지 사용 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

여 에 지사용을 효율 으로 제어할 수 있는 통합 리 시스템

이다. EMS는 국제표  에 지 리 기법으로서, 조직 구성원 

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에 지 비용 등을 악하여 체계

으로 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다. 기업은 에 지경

의 계획, 실행, 운 에 한 사항을 자율 규정하며, 공인기 에

서 이행여부를 평가,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리된다. 공인기

은 PDCA(Plan-Do-Check-Act)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에

지계획 내에서의 에 지 검토, 에 지베이스 라인, 성과지표, 

경 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Fig. 3). 에 지 경 시

스템은 ISO50001 규격을 공표하 고, 우리라나라는 독자 인 

에 지 경 시스템 인증 규격으로 KS A4000을 제정하여 에

지 리공단에서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Cho, 2011).

이미 주요국에서는 환경경 , 에 지 효율향상, 그리고 독

자  에 지경  로그램으로 활발히 활용 하고 있다(Lim, 

2007). 국내에서도 기업을 심으로 EMS를 도입하고 있

으며, 2015년에는 정부서울청사가 국가기  최 로 ISO 

50001인증을 획득하여 에 지 사용 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기, 가스 등의 에 지원별 약 운 지침을 실에 맞게 

꾸 히 개선 이다(Oh, 2015).

하수처리시설의 에 지 회수의 목표를 체계 , 효율 으로 

달성하기 해서는 하수처리시설 리자, 지자체, 문가의 

강력한 의지와 책임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조체계를 

강화하여 에 지⋅고효율 설비 기기 등을 우선 반 하고 

에 지 감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체 인 기 을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국내 공공 하수처리시설에서도 PDCA 

기법을 활용하고 극 으로 EMS를 도입하여 지속 인 에

지 리를 통한 략  에 지 자립화를 실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7.3. 사례

부산시는 에 지자립화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2,500 kw의 태양  발 설비, 2,700 kw의 바이오가스를 생

산하여 에 지 자립률을 18.9 %까지 확 하고, 연간 44억의 

운 비를 감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Baek, 2018). 2018년도 

기  하수처리시설 에 지 사용량은 166,007 kWh이며, 신재

생 에 지로 8,589 kWh를 생산하여 5.17 %의 에 지 자립화

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녹산사업소는 1 MW의 소

화가스 발 설비를 설치하여 력 자립률은 73 %로 증가하

고, 에 지 사용 비용은 연간 9억 원을 감할 수 있을 것으

로 측하고 있다. 그 외에도 태양 발  등 신재생에 지를 

Fig. 3. Energy management syste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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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연간 302 톤의 CO2를 감하고 7,600만 원의 력

을 감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을 

목한 에 지통합 리시스템(EMS)을 부산 녹산사업소 시범

운 을 바탕으로 확 추진하고 있는데, 하수처리 에 지 사

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공정별, 설비별 에 지 리로 에

지 이용개선과 효율향상을 기 하고 있다.

울산의 용연하수처리장은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

스 에 자체 사용 후 남은 양을 SK 미컬의 벙커C유 보일

러의 보조 연료로 공 하고 있다. 에 지 효율을 증 시키기 

해 소화조를 개선하고 잉여가스 장을 한 가스 장탱

크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연료비를 연 2.49억 원 

감하고 700 톤의 CO2를 감하 다. 그리고 구의 서부하

수처리장은 생물반응조의 운 방법을 개선하 는데, 호기조

의 폭기장치를 미세기포 공기 공 장치 144 로 체하

고 반송 슬러지 펌 에 인버터를 설치하여 연 24,309 MWh

의 기 사용량과 2,809 톤의 CO2를 감하 다. 이외에도 

Table 10과 같이 서울시, 충북, 제주 등 여러 곳에서 하수슬

러지를 바이오가스 발 에 활용하고 있다(Cho, 2016).

8. Conclusion

지구 온난화와 각종 기상이변에 더불어 2006년에 발효된 

런던 약에 따라 유기성 폐기물과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는 면 지되었다. 재 하수처리시설의 에 지 자립화와 

과 생산의 심은  세계 인 추세이나 국내의 하수처리

시설 에 지 자립률은 조한 실정이다. 기존의 체제와 생물

학  활성슬러지 공법으로는 에 지 자립에 있어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태양  발 , 소수력 발  등의 재생

에 지 회수는 에 지 소모 인 활성슬러지 공정의 단 을 

해결하지 못하는 소극 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에

지 positive”를 하여 하수처리공정의 근본 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병합소화가 연계된 AB 공정이 하나의 지향 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내 AB 공정의 실증사례가 많지 않아 국

내 실정에 맞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에 지 

postive”를 지향하는 EAWAG, 라운호퍼 연구소, 베올리아 

등의 활발한 사업에 비해 연구 우리나라는 그들을 추격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나 시장원동력이 미비한 실정이다.

A단계의 하수 잠재에 지를 최 한 회수할 수 있는 CEPT 

공법은 하수처리장의 1차 침 조의 개조를 통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으로 고려할 수 있는 안이다. 이와 더

불어, HRAS 공법의 실용화를 한 정부의 노력이 수반되어

야 한다. B단계에서는 폭기 비용과 유기물의 투입이 필요하

지 않은 기성 암모늄 산화를 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기성 소화 효율은 20 ~ 30 % 정도로 낮기 때문에 바이오

가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해 한 처리가 용되

어야 한다. 도시  농  발생형 유기성 폐기물을 소각 처리

하는 비율을 감축하고, 신 병합 소화를 통해 하수처리장의 

에 지 생산량을 극 화해야 하겠다. 그리고 내연기  기반

의 발  시스템은 열손실이 불가피하므로 미래지향 인 연

료 지 시스템의 도입이 바람직하겠으나, 매 피독물질의 

고도정제 기술, 비용, 부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마

련하고 용량 에 지 장 시스템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하

겠다.

재까지는 에 지 자립화를 한 물리 ⋅화학  공법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환경 기술 시장은 지

식 기반 운 기술에 의해 주도될 것이 자명하며, 에 지 자

립화를 해 하수처리장 운  측면에서 고도화할 수 있는 기

술을 개발해야 하는 시 이다. 이는 한 공공하수처리장 운

사업자의 수익을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기술력이 될 수 있

다. 국가에서 에 지 자립화 운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

는 하나의 방안은 처리수질, 에 지 사용량, 회수율 등의 데

이터베이스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하수처리장의 에

지 사용량과 흐름 체계를 실시간을 악하고 통제하는 EMS

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우선 으로는 에 지 사용

량 모니터링과 에 지 분배를 돕는 그리드 체계 등을 기 연

구를 수행할 수 있겠다. 이후 시나리오 기반의 에 지 리

체계, 혹은 에 지 소모, 에 지 생산  처리수 품질과 같은 

복수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 화 체계

(Multiple-Object Optimization)도 필요해 보인다. 이와 더불

어, 에 지 자립도가 낮은 시설은 경제 인 부담이 없이 운

 실태를 개선하고 기술,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ESCO 

사업과 같은 재정  지원이 확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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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age treatment plant Nanji, Seoul Seonam, Seoul Jecheon, Chungbuk Jeju

Generator capacity 720 kW × 3 1,600 kW × 2 280 kW × 1 375 kW × 1

Generator type Gas engine Gas engine Gas engine Gas engine

Annual power generation(kWh) 2,360,000 4,400,000 788,529 690,000

Energy positive rate(%) 3.9 3.4 19.7 28

Gas generation amount(m3/d) 26,753 58,827 26,443 73,743

Usage Emergency generator Electricity Supply in Treatment Plant

Installation place Wastewater Treatment Plant Generator Room Dehydration generator room

Project cost(won) 2.4 billion 2.4 billion 2.2 billion 2 billion

Table 10. Biogas production case of domestic wastewater treatmen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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