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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국내 하수슬러지의 경우 2011년까지는 대부분을 해

양투기처리 방식에 의존하였으나, 런던협약의 ‘96 의정

서가 발효됨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유기성 폐기물

의 해양배출이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2020년 현

재 해양배출은 전면 금지된 상태이다. 국내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2017년 기준 4,072 개소의 하수처리장에서 

11,415.2 ton/day이 발생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하

수처리장 29개소에서 573.4 ton/day이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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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BIO-SRF (Solid Recovered Fuel) 생산을 위한 
NIR (Near Infrared Ray) 건조시 응집제 주입비율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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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Flocculant Injection Ratio in NIR (Near-Infrared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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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ecuted evaluation of drying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polymer injection rate (8%, 10% and 12%) and the 

drying method[NIF(near-infrared ray). According to this study analyzed VS, VS/TS, and calorific value compared with ‘the 
auxiliary fuel standard of the thermoelectric power plant and the combined heat & power pla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NIR, the VS was slightly changed at the early stage of the material preheating period and the constant drying rate 
period with low moisture evaporation. But VS reduction was shown higher as moisture was dried. In the case of non-digested 
sludge with high VS content, the VS reduction rate by drying was shown lower than that of digested sludge. As the flocculant 
injection rate increased, the VS loss due th drying was found to be small. Also, the higher the flocculant injection rate was the 
longer the drying time.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NIR drying equipment, as the moisture content of sewage sludge 
decreased(moisture content 20∼40%), the loss of net VS also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sharply. It is shown that the high 
calorific value according to the drying time of the non-digested sludge was changed from 590 ㎉/㎏ to 3,005 ㎉/㎏ and from 
539 ㎉/㎏ to 2,796 ㎉/㎏. 

Key words : SRF (Solid Refuse Fuel), Sewage sludge, Flocculant injection rate, VS/TS, NIR (Near-Infrared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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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Environment, 2019). 국내 하수슬러지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적, 사회적으로 과거에 비해 전

문가들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하수슬러지는 현재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으로 

고형연료 보조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

업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에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의 고갈, 고유가시대의 

대응과 기후변화협약의정서 발효에 근거하여 지구온난

화 방지와 CO2 저감을 위해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를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An, 2008). 
하수슬러지는 건조공정 등을 통해 연료화가 가능하며 

건조물 기준(완전건조 10%) 가연분 함량 50% 이상, 탄
소함량 35%이상, 저위발열량 3,000 ㎉/㎏의 물성을 가

진 석탄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Lee, 2016).
부산광역시에서는 2013년부터 부산에서 발생하는 하

수슬러지를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을 설립하여 동남

권 화력발전소에 보조연료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

재까지 하수처리를 중점으로 인식하고 하수처리를 위해 

1차 침전지에서의 응집제 과다사용 등으로 발생되는 생

슬러지 및 잉여슬러지를 건조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조가 진행되면서 TS (Total 

Solid)  당 VS (Volatile Solid)의 비율이 발열량과의 상

관관계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위해 하수슬러지 처리 

중 건조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응집제 

사용량(8%, 10% 및 12%) 및 근적외선으로 건조하여 건

조효율을 확인하였으며, 완전건조에 따른 VS/TS, 발열

량 등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류를 통해 나

타난 건조특성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 있어 SRF 품질기

준에 만족하는지를 살펴보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Site별 현황조사 및 시료채취

본 연구에서는 Table 1과 같이 B시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A2O(A 사업소), CAS(B 사업소), BIO-FOR 
(C 사업소), KSBNR(D 사업소)]에 따라 분류하였다

(Busan Metropolitan City, 2019).
본 연구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기법과 혐기성소화조 

유무에 따라 다양한 조건으로 분류하여 각 사업소의 특

성을 알아보았다.

2.2. 분석항목 및 분석방법

하수슬러지 응집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Jar-Test는 A, 
B, C 및 D사업소별 약품주입비율을 파악하여 실시하였

으며 추가적으로 단계별 비율을 변화시켜 실시하였다. 
Table 2는 하수슬러지 분석항목 및 실험에 사용한 약품

주입비율을 나타내었다. 수분함량 및 약품주입비율에 따

른 처리단가 비교의 경우 박(Park, 2016)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2.3. 분석장치

본 연구에서는 수분측정의 경우 1차 부분건조 및 2차 

NIR 건조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1차 부분건조(Dong 
-won dw-f0600, 16A, 220V)의 경우 온도를 120℃ ± 
20℃에서 체류시간 90분을 적용하여 운전하였으며, 2차 

Sites Processing method status Anaerobic digested reactor(○/X) Dehydrator type

A A2O ○ Centrifugal force

B CAS ○ Centrifugal force

C BIO-FOR X Centrifugal force

D KSBNT X Centrifugal force

Table 1. Processing method status by treatment sites(Busan Metropolitan City, 2019)

Sites Polymer dose ratios(%) Moisture Combustibles Ash

A, B, C, D 8 10 12 ○ ○ ○

Table 2. Polymer dose ratios by treatment sites and analyzed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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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건조에서는 근적외선을 이용하여 온도 350℃±50℃

에서 체류시간 90분을 적용하여 하수슬러지 건조특성 연

구를 실시하였다. 이때 소화슬러지와 비 소화슬러지의 

건조특성 평가도 실시하였다.
또한 근적외선 장치의 경우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0.255 m × 0.34 m × 0.255 m의 철재 건조기에 높이 

0.155 m에서 근적외선 램프(Hanahaligen, NIR SK15, 
350 mm, 1 kw, 230V)를 설치하고, 한쪽 벽면에서 시료

를 투입할 수 있는 투입구를 만들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건조특성에 따른 VS 변화

B시 하수처리 공정별 근적외선 건조장치를 이용한 건

조변화에 따른 VS변화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약품주입

비율 8%일 때 소화․비소화슬러지 대부분은 0분~6분까

지 재료예열기간으로 하수슬러지의 온도를 상승시켜 재

료에 포함된 수분이 증발 될 수 있는 온도까지 가열된다. 
재료예열기간에 수분 변화는 A2O(소화조 포함) 공법인 

A site가 85.0%~71.2%, CAS(소화조 포함) 공법인 B 
site는 85.0%~75.8%로 BIO-FOR(비소화공정) 공정인 

C site(85.0%~77.0%) 및 KSBNR(비소화공정) 공법인 

D site(85.0%~72.2%)에 비해 다소 수분감소부분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소화슬러지인 A site 및 B site
의 경우 6분~20분까지 항률 건조기간에서 수분함량이 

급속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비소화슬러지인 

C site 및 D site는 완만한 형태의 건조효율을 나타내었

다. 
반면 재료 예열기간(72.2%~85.0%)의 VS 변화는 소

화․비소화슬러지 전체가 매우 적었으나, 이후 항률 건조

기간인 6분~20분까지 소화슬러지인 A site 및 B site는 

57.0% → 45.2% 및 62.2% → 50.1%로 특히 건조 후 12
분에서 VS 감소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소화

공정인 C site 및 D site는 항률 건조기간인 6~20분에서 

72.8% → 67.3% 및 67.5% → 61.6%로 저감되었으나, 
이후 감율 건조기간에 C site는 20분~30분까지  67.3% 
→ 63.1% D site는 20분~26분까지 61.6% → 57.9%로 

VS 감소율이 재료 예열기간 및 항률 건조기간에 비해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품주입비율 10% 및 12%일 때 재료 예열기간에 따

른 수분 변화는 A site에서 각각 85.0%~72.8% 및 

85.0%~73.0%, B site는 각각 85.0%~76.0% 및 

85.0%~76.2%로 C site(85.0%~77.4% 및 85.0%~ 
77.6%) 및 D site(85.0%~73.0% 및 85.0%~73.2%)에 

비해 다소 수분감소부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소화슬러지인 A site 및 B site의 경우 6분~20분까지 

Fig. 1. Schematic of batch NIR dr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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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

b) 10%

c) 12%

Fig. 2. Moisture and VS removal tendency according to the polymer injec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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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률 건조기간에서 수분함량이 급속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비소화슬러지인 C site 및 D site는 약품

주입비율 8%와 유사하게 완만한 형태의 건조효율을 나

타내었다. 
반면 재료 예열기간(72.2%~85.0%)의 VS 변화는 소

화․비소화슬러지 전체가 매우 적었으나, 이후 항률 건조

기간인 6분~20분까지 소화슬러지인 A site 및 B site는 

각각 59.0% → 50.1% 및 60.0% → 51.7%, 63.8% → 

55.0% 및 66.3% → 59.0%로 역시 건조 후 12분에서 

VS 감소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소화공정인 

C site 및 D site는 항률 건조기간인 6~20분에서 약품주

입비율별(10% 및 12%) 각각 75.0% → 70.2% 및 

77.4% → 73.4%, 68.0% → 61.0% 및 69.7% → 64.1%
로 저감되었으나, 소화슬러지에 비해 감소폭은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후 감율건조기간에 C site는 20분~30
분까지 각각 70.2% → 65.3% 및 73.4% → 68.0%, D 
site는 20분~26분까지 61.0% → 58.8% 및 64.1% → 

60.2%로 약품주입비율이 높을수록 VS 제거율이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Ryu(2010)의 연구에 의하면 삼성분(수분, 가연분, 회

분)의 비가 83.6%, 11.9% 및 4.5%의 슬러지를 완전 건

조했을 때 건조물이 각각 9.4%, 67.3% 및 23.3%, 9.3%, 
65.8% 및 24.9%, 8.6%, 68.8% 및 22.6% 등 수분이 저

감될수록 휘발분량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연구

하였다. 또한 Baek(2015)의 연구 역시 잉여슬러지를 

100℃~200℃까지 20℃ 간격으로 건조하면서 시간경과

에 따른 VS 순량 변화 결과 100℃에서 39.17%(7.43 → 

4.52 kg), 120℃ 67.42%(7.92 → 2.58 kg), 140℃ 

72.25%(8.18 → 2.27 kg), 160℃ 84.10%(7.61 → 1.21 
kg), 180℃ 90.48%(7.14 → 1.18 kg), 200℃에서 

85.01%(7.34 → 1.10 kg)로 감소하였다고 보고되고 있

다.  
또한 Kim(2009)의 연구에 의하면 근적외선의 경우 

기존의 열대류방식이 아닌 직접 투과하는 빛 에너지에 

의해 열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슬러지 건조가 진행됨에 

따라 VS 감소율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

고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근적외선의 경우 수분증발량이 다소 낮

은 재료예열기간 및 항률 건조기간 초기에서 VS 변화가 

다소 적었으나, 이후 다소 많은 량의 수분이 건조되었을 

시점부터 VS 저감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VS 함량이 높

은 비소화슬러지의 경우 건조에 따른 VS 저감률 역시 소

화슬러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Seoul Green Environment Center, 
2008) 등에 따르면 슬러지의 건조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탈수성 개선을 위해 투입하는 응집제의 

종류 및 투입량으로 최근 하수슬러지 탈수에 주로 사용

하고 있는 고분자 응집제는 건조기의 열교환 접촉면을 

막히게 하거나, 슬러지를 덩어리화 시키는 데 일조하여 

건조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 건조특성에 따른 VS/TS 변화

A시 하수처리 공정별 근적외선 건조장치를 이용한 건

조변화에 따른 VS/TS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약품주입비율 8%일 때 소화․비소화슬러지의 VS 변화

에 따른 VS/TS는 전체적으로 재료예열기간(0분~6분)에
는 매우 적었으나, 이후 항률 건조기간인 6분~20분까지 

소화슬러지인 A site 및 B site는 16.4% → 40.8% 및 

15.1% → 45.7%로 특히 건조 후 10분~16분에서 

VS/TS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소화공

정인 C site 및 D site는 완전건조까지 수분이 저감하는 

기간에 VS/TS는 16.7% → 58.1% 및 18.8% → 54.9%
로 증가하였다. 비소화슬러지 인 C site 및 D site 역시 

건조 후 10~20분에서 VS/TS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약품주입비율 10% 및 12%일 때 소화․비소화슬러지

의 VS 변화에 따른 VS/TS 변화는 소화․비소화슬러지 전

체적으로 재료예열기간(0분~6분)에는 매우 적었다. 이
후 완전건조까지 수분이 저감하는 기간에 소화슬러지인 

A site 및 B site는 각각 16.0% → 43.7% 및 16.2% → 

44.6%, 15.3% → 48.7% 및 15.8% → 51.2%로 특히 건

조 후 10분~18분(20분, 12%)에서 VS/TS가 급격히 증

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소화공정인 C site 및 D 
site는 완전건조까지 수분이 저감하는 기간에 VS/TS는 

각각 17.0% → 61.5% 및 17.3% → 63.4%, 18.4% → 

53.6% 및 18.7% → 55.5%로 증가하였다. 비소화슬러

지 인 C site 및 D site 역시 건조 후 10~18분(20분)에서 

VS/TS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증가세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Baek(2015)의 연구에 의하면 건조온도별로 VS 함유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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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

b) 10%

c) 12%

Fig. 3. VS/TS and VS removal tendency according to the polymer injection rate (8%, 10% an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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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경우 100℃에서는 시간이 경과하며 서서히 완만

하게 증가하고, 120℃, 140℃ 및 160℃에서는 8시간까

지는 변화가 없다가 그 이후부터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건조온도 및 시간이 증가할수록 수분 증발량과 비례하여 

VS함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수분 증발량이 감소되는 

시점부터 VS 함량도 점차 둔화되며 이후 정체되는 경향

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응집제 주입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건조

에 따른 VS 손실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집

제 주입비율이 높을수록 건조시간 역시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근적외선의 건조장치의 경우 하수슬

러지의 수분함량이 건조 후 일정부분 낮아질수록(수분함

량 20%~40%) Net VS의 손실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Kim(2009)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3.3. 건조특성에 따른 발열량 변화

A시 하수처리 공정별 근적외선 장치를 이용한 건조변

화에 따른 단열계 발열량 및 고위발열량 변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약품주입비율 8%일 때 소화․비 소화 슬러지의 건조시

간에 따른 단열계 발열량 변화는 전체적으로 0분~4분까

지 매우 적었으나, 이후 완전건조까지 소화슬러지인 A 
site 및 B site는 3,295 ㎉/㎏ → 2,781 ㎉/㎏ 및 3,411 ㎉/
㎏ → 2,919 ㎉/㎏로 특히 건조 후 14분~완전 건조까지 

단열계 발열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 구간은 Net 
VS가 감소하는 구간이다. 비소화공정인 C site 및 D site
는 완전건조까지 수분이 저감하는 기간에 단열계 발열량

은 3,915 ㎉/㎏ → 3,263 ㎉/㎏ 및 3,571 ㎉/㎏ → 2,946 
㎉/㎏로 감소하였다. 비소화슬러지 인 C site 및 D site 
역시 건조 후 12분(18분)에서 완전건조 시까지 단열계 

발열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약품주입비율 10% 및 12%일 때 소화․비소화슬러지

의 건조시간에 따른 단열계 발열량 변화는 전체적으로 

건조 후 0분~6분에는 매우 적었다. 이후 완전건조까지 

수분이 저감하는 기간에 소화슬러지인 A site 및 B site
는 각각 3,330 ㎉/㎏ → 2,796 ㎉/㎏ 및 3,373 ㎉/㎏ → 

2,840 ㎉/㎏, 3,432 ㎉/㎏ → 2,921 ㎉/㎏ 및 3,480 ㎉/㎏ 

→ 2,913 ㎉/㎏으로 특히 건조 후 14분(20분, 12%)에서 

완전건조 시까지 단열계 발열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비소화공정인 C site 및 D site 역시 완전

건조까지 수분이 저감하는 기간에 각각 3,960 ㎉/㎏ → 

3,228 ㎉/㎏ 및 4,005 ㎉/㎏ → 3,300 ㎉/㎏, 3,576 ㎉/㎏ 

→ 2,984 ㎉/㎏ 및 3,620 ㎉/㎏ → 3,151 ㎉/㎏로 감소하

였다. 비 소화 슬러지 인 C site 및 D site 역시 건조 후 

16분부터 점차적으로 단열계 발열량은 감소수치가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Baek(2015)의 연구 결과와 같이 VS량이 건조

가 진행될수록 감소하는 영향으로 단열계 발열량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약품주입비율 8%일 때 건조시간에 따른 고

위발열량 변화의 경우 소화슬러지 인 A site 및 B site는 

각각 499 ㎉/㎏ → 2,508 ㎉/㎏ 및 515 ㎉/㎏ → 2,662 ㎉/
㎏로 특히 건조 후 10분~18분까지 고위발열량이 증가하

는 폭이 컸다. 비소화슬러지인 C site 및 D site의 건조시

간에 따른 고위발열량 변화는 각각 590 ㎉/㎏ → 3,005 
㎉/㎏ 및 539 ㎉/㎏ → 2,796 ㎉/㎏로 소화슬러지에 비해 

고위발열량 자체가 완전건조 시 비소화슬러지가 높았다. 
이는 소화슬러지에 비해 비소화슬러지의 Net VS함량과 

VS/TS비가 높아 고위발열량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된

다.
약품주입비율 10% 및 12% 역시 약품주입비율 8%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약품주입비율(8%, 10% 및 12%) 및 

건조방식(근적외선)에 따른 건조특성 평가를 실시하였으

며,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보조연료 기준’
과 비교하여 VS, VS/TS, 발열량 등을 분석하였고 그 결

과는 아래와 같다.
(1) 근적외선의 경우 수분증발량이 다소 낮은 재료예

열기간 및 항률 건조기간 초기에서 VS 변화가 다소 적었

으나, 이후 다소 많은 량의 수분이 건조되었을 시점부터 

VS 저감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VS 함량이 높은 비소화

슬러지의 경우 건조에 따른 VS 저감률 역시 소화슬러지

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응집제 주입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건조에 따른 VS 

손실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집제 주입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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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

b) 10%

c) 12%

Fig. 4. Heating value change tendency according to the polymer injection rate (8%, 10% an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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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건조시간 역시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근적외선의 건조장치의 경우 하수슬러지의 수분함

량이 건조 후 일정부분 낮아질수록(수분함량 20% ~ 
40%) Net VS의 손실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3) 비소화슬러지의 건조시간에 따른 고위발열량 변

화는 각각 590 ㎉/㎏ → 3,005 ㎉/㎏ 및 539 ㎉/㎏ → 

2,796 ㎉/㎏로 소화슬러지에 비해 고위발열량 자체가 완

전건조 시 비소화슬러지가 높았다. 이는 소화슬러지에 

비해 비소화슬러지의 Net VS함량과 VS/TS비가 높아 

고위발열량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동일조건에서 마이크로파 및 열풍건조 등을 이

용한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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