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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ludge anaerobic digester in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suffers from low organic loading.
Co-digestion could be a feasible option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anaerobic digesters. Livestock
waste and organic fraction of municipal solid waste including food waste, the problematic organic
wastes, can be used as the co-substrate for sludge digestion. In this work, the author conducted an
economic analysis of biogas utilization from co-digestion of sewage sludge with food waste leachate
and swine waste for M city. Combined heat and power (CHP) generation with a new equipment was
compared with heat generation by the existing boiler. The installation cost for CHP was converted to
the present value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The co-digestion, which produces 4.3 times higher
methane, will support the digester heating and sell the excess power and heat in market even at
cold temperature in both biogas use methods. CHP generation will gain 277,527 thousand Korean won
as the annual net benefit including the installation cost, while boiler will provide 179,738 thousand
Korea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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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준은 소화조 수리학적 체류시간(HRT) 20일
기준, 유입 슬러지 농도는 최소 total solids (TS)

인구 증가 및 도시화, 산업화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생활하수와 각종 폐수의 발생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장이
증설되고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하수슬러지의 최종 처분은 2000
년 7월부터 시행된 육상매립 금지이후 한때 발
생량의 68.5%를 해양투기에 의존해왔으나, 2013
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에 따라 소각, 탄화, 건
조, 고화 등의 육상처리로 신속히 전환되면서
이에 따른 비용 증가 및 적정 처리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하수처리장 상황
별 적정 최종 처분 방안 선정과 함께, 혐기성
소화조 효율 개선을 통한 슬러지 발생량 감축
및 에너지 회수를 지원하고 있다[1].
현재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의 수집‧처리과정에서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현재 국내 평균 에
너지 자립율은 0.8%에 불과하다. 국내 432개 공
공하수처리시설 중 소화조가 운영중인 곳은 59
개소이며, 시설물 노후화 및 운영미숙으로 인해
소화 효율이 설계기준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05년부터 병합
소화, 소화조 준설, 농축 추가, 소화조 교반 및
가온 시설 교체 등을 통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을 확대 시행 중이다[2].

4.5%(VS/TS=0.7 가정)가 되어야 만족하나(고광백
등, 2004), 현재 소화조 유입 농도는 TS 기준으
로 1-2%에 불과한 곳이 대부분이다[3]. 이 경우
소화조 내 혐기성 미생물들의 성장 및 대사 작
용이 원활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처리가 불가능
하다.
타 유기성 폐기물을 슬러지 소화조에 추가적으
로 주입하는 병합소화는 유기물 부하 증대를 통
해 소화조 바이오가스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4, 5], 2012년부터 시작된 돈분뇨, 음
식물쓰레기 탈리액 등의 해양투기 금지 정책과
도 부합되어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2]. 일
례로 M시를 대상으로 한 타당성 조사에서 인근
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탈리액과 돈분뇨를
하수처리장 소화조에 투입할 경우 기존의 하수
슬러지 단독 소화에 비해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메탄 기준 4.3배 증가한다는 예측이 보고된 바
있다[6].
본 연구에서는 김상현 등의 연구에서 보고된 M
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병합소화 시 증가한 바이
오가스의 활용 방안을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 대상은 기존의 보일러를 활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발전장치를 개설하는 추가하는 방안이
다.

2. 재료 및 방법

하수슬러지 혐기성 소화 공정을 이용한 고형물
의 안정화와 메탄 회수는 주로 하수처리공정에
서 발생하는 1차슬러지와 폐활성슬러지의 혼합

M시는 인구 76,245명(2013년 12월 31일 기준)

슬러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의 소규모 도농복합시이다. 현재 3개의 공공 하

혐기성 소화조의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문제로

수처리장(J 3만톤/일, M 8천톤/일, G 2천톤/일)이

인해

제거율)이

운영 중이며, 본 연구는 가장 규모가 크고 소화

20-40%로 선진국의 50-60%에 비해 크게 낮아,

조를 구비한 J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수행되었

안정화와 메탄 회수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다.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경부,

M시 소재 J 하수처리장 소화조 사양은 Table 1

2010b). 국내 소화조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과 같다. 단, M시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

국내 하수원수의 낮은 BOD 특성으로 인해 소화

중인 에너지자립화사업계획에 따라, 현재의 2기

조 유입 유기물 부하가 설계 기준인 1.6~4.8 kg

소화조에 2기의 소화조가 추가 설치됨을 가정하

VS/m3·d를 준수하지 못하는 점이다. 위 설계

였다.

소화율(volatile

soi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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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sludge digester in
M city

Table 3. Heat transfer coefficents for the
digester

4,944
(1,236 m3/unit× 4
units)

3

Volume (m )

Unit diameter
(m)

15

Unit height (m)

7 (5.5 above ground +
1.5 below ground)

Temperature
(oC)

35

Cover
Wall above
ground
Wall below
ground
Floor

Heat transfer
coefficient
(kcal/℃․㎡․hr)
2.44
1.71
1.22
0.59

보일러 및 난방용 열원 공급 관련 가정은 Table
4와 같다. 난방용 열원 가격은 한국지역난방공

김상현 등의 연구[6]에서 보고한 M시 J 하수처

사 홈페이지 (www.kdhc.co.kr)를 참조하였다.

리장 소화조 단독 소화와 병합 소화의 유입 유
Table 4. Assumptions for boiler and heat

량과 메탄 생산량은 Table 2와 같다.

supply
Table

2.

methane
co-digestion

Feed,

digester

production
in

M

in
city

volume

and

single

and

sewage

sludge

digester
Single

Energy efficiency of
boiler

85%

Heat transfer
efficiency to consumer

70%

Heat price

70.31 KRW/MCal

Co열병합발전 관련 가정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

Feed
(m3/d)

89
(sewag
e
sludge)

89 (sewage sludge) +
8 (food waste
leachate) +
150 (swine waste)

이지 (www.kemco.or.kr)를 참조하여 Table 5와
같이 설정하였다. 열병합발전 추가 설치시의 경
제성 분석에는 순현재가치법이 사용되었으며,
연이율과 내구 연한은 각각 5%와 15년으로 설
정하였다.

Biogas
(Nm3
CH4/d)

530

Table 5. Assumptions for combined heat

2,301

and power (CHP) generation and electricity
supply

겨울철을 가정하여 지상 온도, 지하 온도, 유입
폐기물 온도는 각각 0oC, 10oC, 10oC로 설정하였
으며, 총 열전달 계수는 Table 3과 같은 값을
사용하였다[7].

Energy efficiency of
CHP

80% (electricity
30% + heat
50%)

Electricity price

106 KRW/kWh

CHP installation cost

1,320,000
KRW/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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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와는 다르게 겨울철에도 7,091 Mcal/d의 열량이
남아 이를 외부에 판매할 수 있다. 난방용 열원
에 대한 Table 4의 가정을 활용하였을 때, 연간

3.1. 단독 소화 시 열 수지 분석
메탄의

저위

발열량인

8,560

kcal/Nm3과

Table 2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고려했을 때,
단독 소화 시 Biogas의 연소로 생성되는 에너지
는 총 4,536,800 kcal/d이다. Table 5에서 가정한
보일러 에너지 효율을 사용하면, 소화조에서 활

수입은 179,738 천원으로 산정된다.

3.3. 병합 소화 시 열병합 발전 이용 전기
및 난방용 열원 공급 방안 분석
열병합 발전 시, Table 5의 가정을 사용하면

용 가능한 열량은 3,856 Mcal/d로 계산된다.

6,857 kWh/d의 전기와 9,828 Mcal/d의 열이 회

한편, 겨울철을 가정하였을 때 소화조 1기당 필

수 가능하다. 즉, 겨울철에도 전기와 난방용 열

요한 열량은 다음 표와 같으므로, 전체 소화조

원의 외부 판매가 가능하다. Table 4와 5의 가

에서 방출되는 열량은 총 3,476 Mcal/d이다. 또

정을 사용하였을 때, 에너지 판매로 인한 수익

한, Table 2의 슬러지 유입량에 따른 슬러지 가

은 전기가 연간 310,680 천원, 난방용 열원이

온에 필요한 열량은 2,225 Mcal/d이므로, 소화조

연간 3,181 천원으로 총 313,861천원의 수입이

자체 가온에 필요한 열량은 총 5,701 Mcal/d이

예상된다.

다. 즉, 슬러지 단독 소화 시 발생하는 바이오가

한편, Table 5에 의거한 열병합 발전의 투자비

스로는 소화조 자체의 가온도 충족시키지 못한

는 377,135천원이다. 이를 연간 비용으로 환산

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하면, 36,334천원이다 (식(1)).

Table 6. Heat loss from the digester

   
 천원년
천원 × 
    

Cover
Wall above
ground
Wall below
ground
Floor
Total

Heat loss (kcal/hr)
15,084
15,504
3,016

(1)
따라서, 열병합발전의 연간 순수익은 277,527천
원으로 보일러 활용시의 수익인 179,738천원에
비해 1.54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605
36,209

3.2. 병합 소화 시 보일러 이용 난방용 열
원 공급 방안 분석
병합 소화 시 Biogas의 연소로 생성되는 에너
지는 총 19,696,560 kcal/d이다. Table 5에서 가

4. 결론
M시 하수처리장 소화조를 대상으로 하수슬러지
와 유기성폐기물 병합 소화 시 바이오가스 활용
방안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정한 보일러 에너지 효율을 사용하면, 소화조에

1. 병합 소화 시 바이오가스량 증가 (530 →

서 활용 가능한 열량은 16,742 Mcal/d로 계산된

2,301 Nm3 CH4/d)로 인해, 단독 소화와는

다.

달리 겨울철에도 외부로의 에너지 판매가

겨울철에 소화조에서 방출되는 열량은 3.1과 동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하게 3,476 Mcal/d이며, 슬러지, 음식물쓰레기

2. 신규 설치비를 고려하여도 열병합 발전을

탈리액, 돈분뇨 유입량에 대한 가온에 필요한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기존의 보일러

열량은 6,175 Mcal/d이므로, 소화조 자체 가온에

를 활용하는 것에 비해 경제적인 것으로

필요한 열량은 총 9,651 Mcal/d이다. 단독 소화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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