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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S Pilot Plant를 이용한 음폐수와 음식물쓰레기의 혐기성 소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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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DS Pilot Plant

*Donghun Ju, Jungmin Lee, Seongbum Park, **Hyunje Sung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음폐수

의 발생량은 8,926톤/일에 달하고 있지만, 이 중 극히 일부만이 하수처리장 등에서 병합 처리되고 있고 대부분은 해양 

투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 GBU사로부터 중온/습식/이상 혐기성 소화 기술을 도입하여 HADS 
Pilot Plant를 설치하였고, 2008년 3월부터 국내 음폐수 및 음식물쓰레기에 적합한 최적의 운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Pilot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HADS Pilot Plant는 산발효조(6m3), 메탄발효조(50m3), 안정화조/가스저장

조(40m3)그리고 가스 소각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적용 음폐수 및 음식물쓰레기는 경기도 Y군에 위치한 사료화 

시설에 반입되는 것을 이용하였는데 음폐수는 평균 TS 13.5%, VS 80%, pH 3.7±0.2의 성상을 나타내었다. 이를 이용해 

계단식으로 유기물 부하를 증가시키면서 4kgVS/m3/d까지 적용하며 중온 상태에서 혐기성 소화를 실시한 결과, 0.8 
Nm3/kgVSrem/d의 바이오가스 회수 및 85%의 VS 감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음폐수와 달리 

1차 파쇄/선별기 및 배관상에 설치되는 2차 미세파쇄/선별기를 통한 전처리를 실시하였고, 1차 파쇄/선별 후 평균적으로 

TS가 17.4%, VS는 81%, pH는 3.85±0.2의 성상을 나타내는 음식물쓰레기를 2차 미세파쇄/선별기를 거쳐 Pilot Plant의 

산발효조에 투입하여 중온상태에서 혐기성 소화를 실시하였다. 음폐수 적용시와 마찬가지로 계단식으로 유기물 부하를 

증량하면서 4kgVS/m3/d까지 적용하여 운전하였고, 그 결과 약 0.9～1.2Nm3/kgVSrem/d의 바이오가스 회수와 85～87%
의 VS 감량 효율을 확인하였다. 음폐수와 음식물쓰레기의 혐기성 소화 실험 결과, 제거된 VS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음식물쓰레기에서 더 많은 바이오가스 발생하였는데 이는 음식물쓰레기에 존재하는 고형물이 미생물들의 서식 공간으로 

활용됨에 따라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혼합 발효 및 공영양 대사가 음폐수 대비 좀 더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된 데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당사의 HADS Pilot Plant test에서는 계단식의 순차적인 유기물 부하 증량과 총VFA/총
알카리도 비율을 0.3～0.4 수준이하로 유지하며 운전함에 따라 음폐수와 음식물 모두에서 안정적으로 4kgVS/m3/d까지

의 유기물 부하 적용이 가능하였다. 또한, 생산된 바이오가스 내 메탄의 함량은 60～65%를 유지하였으며, 메탄발효조

의 pH는 별도의 조절이 없이도 운전기간 동안 평균 7.8～7.9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처럼 pH 3.7～3.8의 음폐수 또는 

음식물쓰레기의 투입에도 안정적인 완충능력을 보여준 것은 소화조 내에서 기질로부터 분해되어져 나오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가 강력한 버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에 따른 결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음폐수와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모

두 85%이상의 높은 VS 제거율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당사의 HADS Pilot Plant 소화조의 구조가 내통과 외통으로 구분

되어져 있음에 따라 plug flow + CSTR의 특징을 가짐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상기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5kgVS/m3/d 수준의 유기물 부하 적용운전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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