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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의 통합 소화처리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유기성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의 통합소화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고상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고상 폐기물 저장조와, 액상의 축산분뇨를 저장하기 위해 상기 고상 폐기물 저장조와 별도로 설치된 액상 축산분
뇨 저장조와; 상기 고상 폐기물 저장조로부터의 고상 폐기물을 파봉 및 조대파쇄하기 위한 1차 파쇄기와; 상기 1차 파
쇄기로부터의 폐기물을 미세파쇄 및 선별분리하기 위한 2차 선별파쇄기와; 상기 2차 선별파쇄기로부터의 고상 폐기물
과 액상축산분뇨 저장조로부터의 액상 폐기물을 혼합하여 균질화 하기 위한 혼화조와; 상기 2차 선별파쇄기 또는 혼화
조에 공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정수 저장탱크와; 상기 혼화조로부터의 균질화된 폐기물을 비중분리시키기 위한 종합 
협잡물 비중선별기와; 상기 비중분리가 완료된 폐기물을 중온 2상 혐기소화시키기 위해 직렬로 배치된 산발효조 및 메
탄발효조와; 상기 산발효조 및 메탄발효조로부터의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포집하기 위한 가스저장조와; 상기 산발효
조 및 메탄발효조로부터의 슬러지가 유하되어 저장되는 슬러지 저장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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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유기성폐기물,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 자원화 발전기, 2상혐기성 소화, 소각로, 메탄가스, 퇴비화, 열병합
발전, 보조연료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의 통합 소화에 따른 전체 계통도이다.

도 2는 도 1에서 혼화조의 상세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음식물쓰레기 혹은 축산분뇨 통합처리 설비에서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도시 고형폐기물 소각로의 보조연
료로 공급하는 통합처리설비의 계통도이다.

* 주요 도면부호의 설명

1 : 반입조 도어(Refuse Hopper Door)

2 : 고상 폐기물저장조

3 : 더블스크류(Double Screw)

4 : 1차조대파쇄기(Shredder)

5 : 침출수저장조

6 : 협잡물분리슈트

7 : 2차 선별파쇄기(Crusher)

8 : 액상폐수저장조

9 : 액상폐수 저류조 송풍기

10 : 혼화조(Mixing Tank)

11 : 혼화조 교반기

12 : 공정수 저장탱크

13 : 공정수탱크 열교환기

14 : 비중선별기 공급펌프

15 : 공정수 공급펌프

 - 2 -



등록특허 10-0356966

 
16 : 부상협잡물 비중선별기

17 : 침전협잡물 비중선별기

18 : 침전물이송콘베이어

19 : 산발효조 공급펌프

20 : 전처리음식물 열교환기(산발효조전단)

21 : 산발효조 내부순환펌프

22 : 산발효조

23 : 산발효조 교반기

24 : 메탄가스 포집배관

25 : 메탄발효조 내부반송배관

26 : 메탄발효조

27 : 메탄발효조 교반기

28 : 메탄발효조 내부반송배관

29 : 메탄발효조 공급펌프

30 : 가스저장조

31 : 보일러

32 : 발전기

33 : 소각로

34 : 슬러지 저장조(Humus Buffer Tank)

35 : 슬러지 저장조 송풍기

36 : 탈수기

37 : 탈수기 공급펌프

38 : 탈수케익 이송 콘베이어

39 : 부숙기 교반차

40 : 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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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퇴비화설비

42 : 퇴비화설비 송풍기

43 : 폐수처리저장조

44 : 폐수처리저장조 송풍기

45 : 침전슬러지 반송펌프

46 : 가압부상조(약품침전 포함)

47 : 한외 여과 생물막반응조(MBR)

48 : RO 공급펌프

49 : 방류펌프

50 : 역삼투압(RO)

51 : 공정수탱크 공급펌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의 통합소화에 의한 바이오가스의 연료화 및 자원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출
원인이 이미 발명하여 특허등록한 바 있는 특허기술인, "유기성폐기물의 연속 2단 메탄발효 및 퇴비화 방법(대한민국 
특허등록 제20549호)"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고농도 유기성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분
뇨 및 축산폐수를 통합하여 혼화함으로써, 발생되는 바이오가스 등을 연료로서 재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 전용수거함에 의해 분리수거과정을 거친 후의 음식물쓰레기(유기성폐기물)의 물질성상을 살펴보면, 겉보기 중량
비율로 유기물질이 78.4%, 비닐 또는 헝겊류가 7.8%, 뼈 및 금속류가 4.3%와 압밀침출수가 약 9.5%로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안되는 비분해성 협잡물의 성분이 12.1%로 타 유기성폐기물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축산분뇨 
역시 혐기성 미생물 또는 분해가 더딘 유기물질(셀룰로스, 리그닌 등)과 수거과정상 모래나 자갈 등의 중량 협잡물이 
2∼3%(건조 고형물 기준)정도 함유되어 있어, 이들을 전처리 과정에서 선별하여 고형물질을 균질화하는 것이 중요한 
요체이다.
    

종래, 축산분뇨 혹은 축산폐수의 처리는 폐수처리공정으로 인식되어, 수처리 단위 조작에 의해 혐기성 처리 후 폐수처
리공정으로 액상부식법, 장기폭기에 의한 호기성 소화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는, 전
처리 후 혐기성 소화방식에 의해 중온 혹은 고온 혐기성 소화로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성시키고 잔류 슬러지는 탈수
하여 호기성 퇴비화 및 액비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정이다.

그러나, 현재 축산분뇨를 음식물쓰레기와 통합처리하여 자원화하는 설비는 전무한 실정이다.

    

 - 4 -



등록특허 10-0356966

 
종래, 음식물쓰레기 혹은 축산분뇨에 대한 혐기성 분해의 기술로서, 유기성 쓰레기를 물의 첨가나 물의 제거 없이 발효
조에 투입하여 교반하지 않고 체류시킴으로써 발효조 내에 고형물 농도구배와 pH 구배를 형성하고, 발효조로부터 배출
되는 발효물 또는 발효물 탈수시 생성되는 폐수 등을 유기성 쓰레기와 혼합하여 발효조로 재투입함으로써 발효물의 고
형물 농도를 20∼40%로 조절하는 것(공개특허공보 제2000-0019058호, 유기성 쓰레기의 혐기성 분해에 의한 처리
방법 및 그 장치)이 공지되어 있다.
    

    
또한, 내부에 저장된 폐기물의 온도를 30∼40℃로 유지케 하는 온수보일러가 설치되는 예열탱크부; 상기 예열탱크보다 
하부에 위치되면서 연통되고, 내부의 온도를 30∼40℃로 유지시키는 보일러가 지면에 대해 경사진 지지대에 설치되며, 
모터로 회전되는 스크루에 의해 내부를 진공상태로 유지시키면서 탱크 내부의 폐기물을 적어도 30일 이상에 걸쳐서 압
축배출시켜 사료로 사용하는 동시에, 이때 발생된 가스를 함께 배출시키는 압축탱크부; 상기 압축탱크부와 연통되어 탱
크의 내부로 유입되는 가스가 석회석이 잠긴 물속을 통과하면서 중화되어 배출되는 중화 탱크부; 및 상기 중화 탱크부
와 연통되어 중화된 가스를 저장하는 가스 저장탱크로 이루어진 폐기물 처리장치(공개특허공보 제2001-0068604호, 
폐기물 처리장치)가 공지되어 있다.
    

그리고, 축산분뇨(폐수)를 고속으로 액비화하기 위해 내부에 안내벽을 설치하고 이 안내벽이 발효반응조건 별 반응조 
역할을 하는 발효액비화 장치와 발효반응을 촉진하기 위해 조 내부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히팅코일이 장착되고 이를 
조정하는 발효액비화장치(실용신안등록 제0193268호; 축산분뇨를 고속으로 액비화 하기 위한 발효탱크)도 공지되어 
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고속소화 및 그로부터 메탄을 생산하는 방법으로서, 작은 입자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스크류
를 통해 1차 반혐기성 가수분해 및 산발효조로 운반하여 호기성 세균에 의해 가수분해시키고 혐기성 세균에 의해 산발
효시키는 1차 가수분해 및 산발효공정과, 상기 1차 발효한 고액성분을 펌프에 의해 상류 혐기성 슬러지 블랭킷 형태의 
2차 산발효조 하단부를 통해 이송하고 클로스트리디움 부티리컴을 주입하여 산발효시키는 2차 산발효공정과 상기 2차
발효한 고액성분 중 액체성분만 발효조의 상단에서 중간까지 내려와 있는 관을 통하여 3차 메탄발효조에 정량펌프로 
수송하여 접종된 메탄생성균에 의해 메탄을 생산하는 3차 메탄 발효공정(특허공개공보 제2001-0025926호, 3단계 
메탄발효시스템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의 고속 소화 및 메탄생산방법)이 공지되어 있다.
    

    
그 밖에, 혐기성 소화와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이 결합된 에너지 회수 시스템(특허공개번호 제2001-01121
68호),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시스템(실용신안공개공보 제1999-0036918호), 바이오가스 제조방법 및 장치(특허
공개공보 제2001-0054083호), 유기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 및 설비, 그리고 그 설비에 이용되는 바이오가스 설
비(특허공개번호 제2000-0064595호), 이상 소화공정용 폐수처리장치 및 그를 이용한 폐수의 처리방법(특허공개공
보 제1996-0041092), 축산분뇨를 이용한 바이오 가스 발생장치(실용신안등록공보 제0259763호)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종래의 도시 고형폐기물 쓰레기 소각로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통합처리한 경우에 국내에서 공지된 내용은, 주로 소각
로 폐열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켜 연료화하여 소각로에 종래 도시 고형폐기물과 함께 소각처리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실용신안등록공보 제0239682호,소각로; 특허공개공보 제2000-0012514호, 음식물쓰레기를 이용
한 고체연료 제조방법; 특허공개공보 제1999-0046289호,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방법; 실용신안등록공개공보 제19
98-067241호, 소각로의 폐열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 특허공개공보 제1998-027308호, 음식물쓰레기 재
활용을 위한 폐기물 소각폐열의 활용방법과 소각폐열을 이용한 다단식 건조장치와 미생물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및 
식품폐기물의 발효방법과 재활용 발효사료 및 유기질 비료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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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기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장치와 축산분뇨의 처리방법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국내 유기성 폐기물의 경우 서구유럽의 음식물 쓰레기 및 축산분뇨와는 다른 성상을 가지고 있어, 서구유럽의 혐기
성 처리방법과는 달리 국내 환경여건에 적합한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국내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유기물질의 함
량이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라 다소 증가추세지만 여전히 식물성 섬유질의 비율이 높고 협잡물(자갈, 병, 뼈, 조개, 종이, 
비닐, 비분해성물질)의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다.

    
(2) 음식물은 축산분뇨 및 축산폐수에 비해 유기물질 함량이 높고 발열량도 높지만 농도 변화가 심하여 혐기성 미생물
이 쉽게 분해할 수 있도록 전처리가 요구된다. 반면, 축산분뇨는 음식물쓰레기에 비해 리그닌, 셀룰로이스 등의 함량이 
높아 생분해율이 낮고, 2차 오염물질인 폐수처리 단위조작이 필요하며, 축산농가에서 축사 소독시 뿌리는 위생용 소독
제에 의해 쉽게 미생물이 충격받아 처리상에 문제가 많다. 또한 축산분뇨는 최근까지 폐기물 처리방식보다는 폐수 처리
방식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 및 유지관리비가 높다.
    

    
(3) 현재 국내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 및 축산폐수를 일괄적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설비는 전무한 실정이며, 메
탄 발생량이 낮은 축산분뇨 및 축산폐수의 혐기성 처리보다는 발열량이 높은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여 통합처리하는 
방안이 효율적이지만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여 통합처리하는 기술이 전무하여, 각각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
이다. 즉,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 축산폐수 혹은 인분은 각각 단독 처리설비를 구성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초기투자
비 및 유지 관리비가 높고 자원화할 경우 에너지 회수율이 낮다.
    

(4) 국내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수분함량이 높고, 계절별, 시간대별, 지역별 음식물쓰레기 배출형태, 수거방법 등이 다
양하지만 전처리 구성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성상변화에 대처하기가 매우 힘들다.

(5) 종래 개발된 혐기성 소화방식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의 특성상 전처리구성이 결여되어 있고 연속식 운전이 어려
워, 대부분 소규모 처리설비 플랜트에만 적합하다.

(6) 종래 개발된 기술들은 연속 운전시 유지관리상 일정시간 경과 후 소화조의 준설 혹은 협잡물 처리장치 및 방법 등
이 제시되지 않아 20톤/일의 처리규모 이상의 혐기성 소화시, 반응조 내에 협잡물 퇴적, 적체, 침적에 따른 단락류 현상, 
유효용적 감소 및 체류시간 단축으로 인해 처리효율이 떨어지며, 교반기 과부하로 인해 교반시 기계적 고장이 자주 발
생한다.

(7) 유기성폐기물을 혐기성 처리하여 에너지를 회수하고 잔류 비분해성 폐기물을 퇴비화하여 부산물 발생량을 줄이는 
기술은 대부분 서구유럽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실증된 예가 미미한 실정이며, 에너지를 회수화하여 자원화하
는 기술이 일천할 뿐만 아니라 부속 장치산업의 자립도가 낮아, 그 효용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용 실적이 적은 상황
이다.

(8) 유기성폐기물이라도 축산폐수의 경우 분과 뇨의 함량비에 따라 유기물질의 양과 휘발성 고형물질의 함량이 매우 
상이하고, 음식물쓰레기 또한 지역적, 계절적으로 음식물의 성상변화가 크기 때문에, 유기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거형태
에 따라 차별화된 전처리 구성이 요구된다.

(9) 유기성폐기물을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가수분해, 산발효, 및 메탄발효 후 가용화에 따른 수분 증가 및 
탈수여액에 대한 폐수처리 방안이 단순히 유기물질 제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난분해성 유기물질 및 색도 등은 제
거가 힘들고 배출수 수질기준를 만족할 수 없는 실정이다.

(10) 종래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는 대부분 자원화 개념이 없고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후 선별 파쇄, 탈수 후 호기성 퇴
비화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지만, 퇴비발생량 대비 수요처가 적고, 계절적으로 수요가 편중되어 있어 대부분 매립 혹
은 소각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부숙조에 투입되는 수분 조절제인 왕겨, 톱밥, 석회석 등이 과량 투입되어야만 수
분 및 염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며 외부로부터의 열원공급이 필요하다.

 - 6 -



등록특허 10-0356966

 
(11) 국내 음식물쓰레기는 염분농도가 서구유럽보다 높아 혐기성 소화시 독성물질로 작용할 수 있고, 잉여슬러지 탈수
시 케익 내에 잔류한 염분에 의한 퇴비품질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부순조절제를 과량으로 투입하게 되므로 유지관리
비용 및 퇴비발생량이 높다.

    
(12) 음식물쓰레기는 축산분뇨, 축산폐수 및 인분과 같이 미생물 혹은 동물이 1차 분해한 후 배출하는 유기성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발열량은 높지 않고 균질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어 수거 및 수집과 동시에 간단한 전처리로 혐기성 
소화가 가능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불가능한 난분해성 폐기물과 단위 기계설비의 운전에 악영
향을 주는 협잡물 등의 함량이 높아 어느 정도 분리수거 및 전처리 후 통합소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국내에서 종래 개발 
또는 공개된 기술들은, 음식물쓰레기 및 축분, 인분 등을 통합소화할 경우 발생되는 운전관리상의 문제점을 여전히 가
지고 있다.
    

    
(13) 최근 음식물쓰레기를 도시 고형폐기물 소각로에서 발생된 여유 스팀열원을 이용하여 건조 후 소각처리하는 방법
이 개발되었으나, 고발열량의 음식물을 건조할 때 외부로부터 높은 열원공급이 있어야 하고, 건조한 음식물쓰레기를 소
각로에 투입할 경우 소각로 처리용량이 증대되어 초기투자비 및 운전관리비가 높게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음
식물쓰레기 건조 후 보조연료가 추가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잔류 염이 소각로 노벽 내부에 침적 혹은 축적시 소각로 
처리설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이하와 같은 목적을 가진다.

본 발명은 음식물 쓰레기와 축산분뇨 및 축산폐수 등을 통합소화시키고, 이 때 생성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열원으로 
회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축산분뇨 및 축산폐수의 유기성폐기물에 음식물쓰레기를 2단 파쇄, 2단 선별의 전처리 공정을 거친 후 통합
처리하여 공정을 일원화함으로 초기 투자비를 절감하고,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 통합처리시 바이오가스 회수량을 높
여서 에너지 회수율을 증대시키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음식물쓰레기의 협잡물 선별 효율을 높임으로써 혐기성 소화시 예상되는 소화조 준설 및 유지관리를 단순, 
용이하게 하고, 혐기성 미생물의 활성도를 높임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유기성폐기물을 고상 및 액상으로 분류하여 협잡물 선별효율을 높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축산분뇨 및 축산폐
수의 슬러지와 유사한 크기로 조대파쇄 및 미세파쇄하여 농도 및 부하의 균질화를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전용수거함 혹은 전용비닐 봉투 수거함에 의해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미세 선별파쇄기에 의해 선별과 파쇄
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비닐을 완벽히 제거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수집여건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축산분뇨 및 축산폐수 내에 포함된 잔류 토사, 모래 등의 협잡물을 85% 이상 제거하는 동시에, 음식물쓰레
기를 2단 파쇄 및 선별 후 잔류한 협잡물 중 비중분리가 가능한 협잡물을 축산분뇨 및 축산폐수와 동시에 혼합한 상태
에서 비중분리시켜 처리설비를 단순화, 일원화하고 운전관리를 용이하게 함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액상 축산폐수, 공정수, 침출수 및 전처리된 음식물쓰레기 및 고상 축산분뇨 등을 단일 반응조에서 혼화하여 
수분조절을 하고 균질화시켜 종합 협잡물 비중분리기로 공급함으로써, 혐기소화 전에 음식물쓰레기와 축분을 완전히 균
질화시켜 종합 협잡물 비중분리시 고형물 농도구배에 의한 비중분리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혐기소화시 농도 및 고
형물 충격부하에 의한 혐기성 미생물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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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음식물 및 축분 통합처리 단위 공정 내에서 소요되는 중온조건을 만족시켜서 온도변화에 민감한 혐기성 미생
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발생되는 잉여 열원을 확보하여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
다.

본 발명은 유기성 폐기물이 수거 및 수집되는 과정에 자연 발효에 의해 발생되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단
위 설비를 일체형, 밀폐형으로 구성하고 이송설비를 완전밀폐형으로 구성하여 악취확산을 억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대용량 산발효조 및 메탄발효조의 슬러지 혼합을 원활히 진행토록 하고, 슬러지 순환시 반응조 자체의 손실 
열을 빠른 시간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또한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를 전처리 한 후, 2상 혐기성 소화시켜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기존 소각로 보조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보조연료비를 절감하고,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 처리설비의 탈취공기를 소각로에 직접 분사시
켜 악취를 소각시켜 발생악취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및 축분처리설비의 부대설비를 소각로와 일원화
하여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며, 바이오가스를 소각로 보조연료로 이용시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폐열
보일러 스팀은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 처리설비 재활용함으로써 초기 투자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함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의 통합소화에 의한 바이오가스의 연료화 및 자
원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본 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 따른 발명은,

    
고상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고상 폐기물 저장조와, 액상의 축산분뇨를 저장하기 위해 상기 고상 폐기물 저장조와 별
도로 설치된 액상 축산분뇨 저장조와; 상기 고상 폐기물 저장조로부터의 고상 폐기물을 파봉 및 조대파쇄하기 위한 1차 
파쇄기와; 상기 1차 파쇄기로부터의 폐기물을 미세파쇄 및 선별분리하기 위한 2차 선별파쇄기와; 상기 2차 선별파쇄기
로부터의 고상 폐기물과 액상축산분뇨 저장조로부터의 액상 폐기물을 혼합하여 균질화 하기 위한 혼화조와; 상기 2차 
선별파쇄기 또는 혼화조에 공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정수 저장탱크와; 상기 혼화조로부터의 균질화된 폐기물을 비중
분리시키기 위한 종합 협잡물 비중선별기와; 상기 비중분리가 완료된 폐기물을 중온 2상 혐기소화시키기 위해 직렬로 
배치된 산발효조 및 메탄발효조와; 상기 산발효조 및 메탄발효조로부터의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포집하기 위한 가스
저장조와; 상기 산발효조 및 메탄발효조로부터의 슬러지가 유하되어 저장되는 슬러지 저장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발명은,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슬러지 저장조로부터의 슬러지를 탈수시키기 위한 탈수기와; 탈수되고 남
은 탈수케익을 퇴비로 전환시키기 위한 퇴비화설비가 부가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3항에 따른 발명은,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탈수 후 남은 여액을 여과, 공정수 저장탱크로 공급하기 위해 직렬로 배치
된 가압부상장치, 생물막여과장치, 역삼투압 여과장치가 부가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4항에 따른 발명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1차 파쇄기에서 나온 침출수를 저장한 후 2차 선별파쇄기에 
공급하기 위한 침출수저장조가 부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5항에 따른 발명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저장조로부터 나온 가스를 소각로, 발전기, 보일러에 공급
하기 위한 가스분배장치가 부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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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따른 발명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2차 선별파쇄기에는 고속회전 칼날 또는 해머가 부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7항에 따른 발명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혼화조 내에는 고속회전 칼날이 부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제8항에 따른 발명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1차 파쇄기의 상부와 고상폐기물 저장조 호퍼 하부 사이에는
유기성 폐기물 침출수가 일시에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컷-게이트 밸브(Cut Gate Valve)가 부가적으로 설치되
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9항에 따른 발명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비중선별기의 하단에는 송풍기 또는 콤프레셔와 연결된 산기관 
혹은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10항에 따른 발명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산발효조의 전단에는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고, 상기 산발효조 및 메탄발효조 측벽에는 슬러지 내부순환펌프가 
열교환기와 일체형으로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청구범위 제11항에 따른 발명은, 음식물쓰레기와 고상 축산분뇨를 1차적으로 조대 파쇄하는 단계와; 
상기 조대 파쇄시에 나오는 침출수와 공정수를 투입하면서 상기 조대파쇄된 고상 폐기물을 미세파쇄 및 선별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선별분리된 고상 폐기물과 액상 축산폐기물을 혼합하여, 수분조절 및 고형물의 농도조절을 통해 균질화시
키는 단계와; 균질화된 상기 폐기물을 비중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비중분리가 완료된 폐기물을 산발효와 메탄발효로 구
성된 중온 2상 혐기소화를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중온 2상 혐기소화시키는 단계에서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포집하여 
전처리하는 단계와; 상기 중온 2상 혐기소화시키는 단계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제12항에 따른 발명은,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된 슬러지를 탈수시킴으로써 발생된 탈수케익을 퇴비로 전환시키는 
단계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13항에 따른 발명은,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탈수 후의 탈수여액은 가압부상, 생물막여과 및 역삼투압여과 후 재순환
시키는 단계가 부가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14항에 따른 발명은, 제1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파쇄 및 선별하는 단계에서, 비닐, 헝겊, 골판지, 종이 
등의 협잡물을 흡입하여 제거하는 단계가 부가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15항에 따른 발명은, 제1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비정상 가동시, pH 완충 및 조절시 메탄발효 단계에서의 상등수 
일부를 산발단계에 사용함으로써 약품공급 없이 적정 pH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16항에 따른 발명은,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생물막여과 처리수를 대상으로 전극접촉산화, 혹은 저온플라즈마, 혹은 
전기분해 방식으로 난분해성 유기물질(NBDCOD)과 색도(Color)를 제거하는 단계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17항에 따른 발명은, 제1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전처리하여 저장한 후, 또는 전처리 
없이 직접 열병합발전 혹은 보일러를 가동하고, 회수된 열원으로 상기 미세파쇄 단계 후의 음식물쓰레기를 일부 분리하
여 건조사료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18항에 따른 발명은, 제1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전처리하여 저장한 후, 소각로에 공
급하여 보조 연료로서 사용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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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에는 본 발명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의 통합소화공정이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은, 유기성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와 고상축산분뇨가 고상 폐기물 저장조(2)로부터 더블스크류(3)에 의해 이송
된 후 1차 파쇄기(4)로 파봉 및 조대파쇄되는 한편, 침출수저장조(5)에 저장된 침출수, 공정수 저장탱크(12)에서 공
급되는 공정수가 함께 투입되면서 2차 선별파쇄기(7)로 이송되어 미세파쇄 및 선별분리되는 전처리 단계;

다음, 액상축산분뇨 저장조(8)로부터 이송된 유기성폐기물을 상기 미세파쇄 및 선별분리된 고상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분조절, 고형물농도 조절을 통해 상호 이질고형물질을 균질화하는 혼화조(10)에 투입되는 단계;

다음, 균질화된 폐기물을 종합 협잡물 비중선별기(16,17,18)로 이동시켜서 비중분리를 진행하고, 이송펌프(19)로 열
교환기(20)를 거친 후 교반기(23,27) 및 내부순환펌프(21,28) 일체형 열교환기가 각각 부착된 산발효조(22) 및 메
탄발효조(26)로 공급하여 중온 2상 혐기소화하고, 이 때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전처리 후 가스저장조(30)에 저장하
는 단계;

상기 중온 2상 혐기소화 완료 후, 생성된 슬러지를 슬러지 저장조(34)로 유하시켜서 탈수기(36), 퇴비화설비(41)에서 
최종부산물인 퇴비(40)로 전환하고, 탈수여액은 가압부상장치(46) 및 생물막여과장치(47), 역삼투압여과장치(50)를 
통과한 후 상기 공정수 저장탱크(12)로 재순환하여 재이용하는 단계;

한편, 가스저장조(30)에 저장된 고순도 메탄가스(바이오가스)를 이용해 발전기(32)로 열병합발전하고, 잔류 가스는 
보일러(31)에 공급하여 열교환기 등에 열원을 공급하고 잔여 열원을 난방, 퇴비화 설비 열원에 활용하는 단계를 포함
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도 1 및 도 3에서와 같이, 상기 중온 2상 혐기성 소화방식에 의해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도시 고형폐기물 소각
로(33)의 보조연료로 공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소각로(33)로부터의 발생스팀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
분뇨의 열교환기 열원 및 공정수 가온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호기성 퇴비화 설비의 겨울철 퇴비 부숙조 가온열원으로 
공급하여 퇴비 부숙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단계가 포함될 수 있다.

이하에, 상기 본 발명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의 통합소화공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음식물쓰레기와 고상축산분뇨를 저장하는 저장조(2), 액상 축산분뇨 및 축산폐수를 저장하는 고상 폐기물 저장조
(8), 더블스크류(3)에 의해 상기 저장조(8)로부터의 고상 폐기물을 1차 파쇄기(4)로 이송하고, 1차 파쇄 후, 침출수 
저장조(5)의 침출수와 공정수 저장탱크(12)에서의 공정수를 공급하면서 상기 고상 폐기물을 상기 2차 선별파쇄기(7)
에서 미세파쇄 및 선별시키며, 그 후 혼화조(10)에서 액상 축산분뇨와 혼합시키는 단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단계는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를 혼합하여 균질화된 유기성슬러지를 만들기 위한 단계로서, 먼저, 고상 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를 고상 폐기물 저장소(2)에, 그리고 액상 축산폐수를 액상 폐기물 저장조(8)에 각각 저장한 
후, 파봉 및 조대파쇄기인 1차 파쇄기(4)에서 고상 폐기물의 대형 협잡물, 즉 비닐봉투, 고상 축분, 뼈, 음식물 등을 5
0mm 이하의 입자크기로 90% 이상 파쇄한다. 한편, 상기 1차 파쇄기(4)의 상부와 고상폐기물저장조(2) 호퍼 하부 사
이에는 유기성 폐기물 침출수가 일시에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컷-게이트 밸브(Cut Gate Valve)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다음, 2차 선별파쇄기(7)에서 고속회전 칼날 또는 해머의 원심력에 의해 입자를 5∼10mm 이하로 미세파쇄하는 동시
에 협잡물을 선별하여(선별효율 : 92∼95%) 혼화조(10)로 공급한다. 이 때, 회전축과 평행하게 강력팬이 부착되어 있
어 비중이 가벼운 비닐, 헝겊, 골판지, 종이 등의 협잡물을 흡입, 제거할 수 있다. 또한, 혼화조 내부에 고속회전가능한 
회전칼날(미도시)을 1700∼1800rpm으로 회전하면서 파쇄된 음식물쓰레기 및 고상폐기물을 5mm이하(95%)로 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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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함으로써 고상 폐기물을 미세입자로 미분할 수 있다. 이 때, 액상 폐기물(축산분뇨 및 축산폐수)과 함께 혼합하여 이
상적인 소화조건인 함수율 90∼95%, 중온 소화 온도인 35∼38℃, pH 7∼7.5를 맞추기 위해 저장중인 65℃ 가량의 
공정수(온수)를 투입하는 공정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상기 2차 선별파쇄기(7)에서 선별 파쇄된 고상 폐기물은 회전칼날을 지나 상기 혼화조(10) 탱크 내부의 기
계 교반기(11)(15∼20rpm) 부분에 직접 투입될 수 있다. 그리고, 액상 폐기물은 액상 폐수저장조(8)로부터 펌프에 
의해 이송되어 상기 고상 폐기물의 투입지점에 분사 및 투입됨으로서 혼화시의 균질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공정수(온수)는 공정수 저장탱크(12)에서 공급되는데, 보일러의 열원 및 발전기 폐열을 활용
하여 열교환기(13)를 통해 그 온도가 유지되며, 상기 혼화조(10) 측면에서 각 길이별로 원주방향으로 설치된 인젝터 
타입의 분사관(노즐)에 의해 분사되어 빠른 시간에 농도조절 및 균질화가 이루어진다(도 2 참조).
    

    
본 단계에서 고상 폐기물저장조(2)는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닫이 또는 미닫이식의 커버도어(cover door)
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부 커버에는 부압을 형성할 수 있는 악취 흡입용 덕트 노즐을 설치하고, 하부에는 고상 폐기물의 
적체 및 채널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피라미드 형상을 되어 있다. 또한, 상기 고상 폐기물 저장소(2)의 하부 콘(Cone) 
밑에는 이송 콘베이어인 더블스크류(3)와 1차 파쇄기(전단형 슈레더(Shredder), 50mm이하)(4)를 직렬로 조립하여 
2차 파쇄기로 이송시 부하를 경감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기 액상 폐기물저장조(8)는 저장 폐기물의 침적을 방지하고 균질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계교반기(회전수 
120∼180rpm)나 교반용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송풍기 및 산기관(9)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혼화조(10)에서의 농도조절 및 균질화가 완료되면, 혼화조 하단에 설치된 회전스크류나 밸브에 의해, 쌓여
진 퇴적물(모래, 자갈, 유리조각, 뼈, 조개, 금속 등)이 축출된다.

(2) 펌프(14)에 의해 혼화조(10)로부터 종합 협잡물 비중선별기(16, 17, 18)로 이송되어 잔류 협잡물을 제거하는 단
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단계는 파쇄 및 선별되어 소화조건이 충족된 유기슬러지가 종합 협잡물 비중선별기(16,17,18)에 의해 처리되는 단
계로서, 잔여 부유 협잡물은 2단 스크린에 의해 걸러진 후 압축 배출되며, 침전된 중량 협잡물은 하부의 스크류에 의해 
이송 및 선별적으로 압축 배출되는데, 그 선별효율은 88∼92% 이상이고, 이와 같이 정제된 유기슬러지는 펌프(19)에 
의해 2상 혐기성 소화공정으로 이송된다. 혼화조정된 유기성슬러지(함수율 90∼95%, 온도 22∼25℃)는 혼화조(10)
의 상부 배관와 하부 배관을 통해 교차로 배출되어, 종합 협잡물 비중선별기에서 상술한 방법에 의해 부상 및 침전협잡
물이 제거된다.
    

이 때, 상기 비중선별기(16, 17, 18)의 하단에는 송풍기 또는 콤프레셔와 연결된 산기관 혹은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 
슬러지 혼합물을 일시에 부상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3) 다음, 이송펌프(19, 29)에 의해 종합 협잡물 비중선별기(16,17,18)로부터 열교환기(20), 산발효조(22) 및 메탄
발효조(26)로 공급되어 2상 혐기성 소화가 진행되어 바이오가스가 발생되는 단계에 관하여 설명한다.

혐기 소화처리공정은 출원인이 특허등록한 2상 혐기성 소화장치(국내특허 제20549호)를 활용하되, 상기 전처리 공정
(혼화조)에서 혼화처리된 유기슬러지(TS 농도(Total Solid 농도;총고형물질) 5∼10%, VS/TS 농도(VS, Valatile S
olid; 휘발성고형물질) : 80%, pH :7.0∼7.5, 온도 22∼25℃)를 가수분해/산생성조에 투입하기 전에 열교환기(20)에
서 중온 소화온도인 35∼38℃까지 승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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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열교환기의 주 열전달 열원은 가스엔진 발전기(32)의 엔진 냉각열을 활용하며 주간 운전시간에만 가동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도 1의 공정도에 보는 바와 같이, 가수분해/산생성조와 메탄발효조의 교반효과와 
열 및 분해유기물의 균질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계교반기(23,27)(10∼15rpm)와 함께 교반용 순환펌프(21)를 설치
하여 순환 교반(1회/6hr)하는 것이 좋으며, 손실 열량에 대한 보상은 보일러 온수 열원을 활용한 순환펌프 일체형 열교
환기에 의해 보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상기 2상 혐기성 소화조(산생성조(22), 메탄발효조(26))는 혐기성 발효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외부 환경조건 및 다양한 인자에 의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혐기성 미생물의 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생물에 필요
한 원소 및 기질을 균질하고도 연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수분해조에서 소화조로 슬러지가 정량씩 
공급되도록 용적식 정량펌프(19)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급된 슬러지가 소화조 내부 전구간에 균일하게 유입
될 수 있도록 분산장치를 조하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메탄발효조(26) 내부에 기계식 교반기(27)
를 설치함으로써, 조의 내부에서 완전 혼합이 이루어도록 하여 미생물과 기질의 접촉효과를 극대화하고 소화효율 및 가
스 생성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메탄발효조(26)에서 연속적인 슬러지 공급과 함께 잉여 소화슬러지가 배출
될 때, 메탄발효조 내 혐기성 미생물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슬러지가 메탄발효조(26)로 유입시 조 내부의 
적정수위가 항상 유지되어 상부 스컴 및 하부 잉여 소화슬러지가 정량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자연유하식 배출방법을 적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화 슬러지는 상부 노즐로부터 투입되어 소화된 후, 하부 콘(Cone)의 상부로 배출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최하부점에는 장기간 사용 후 침적 슬러지를 배출하기 위해 슬러지 피트로 연결 노즐이 설치되
어 있다.
    

상기 메탄발효조(26)는 적정압(예컨대, 300∼400mmAq)을 유지하도록 하고, 갑작스런 가스압 상승 및 하강으로부터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 메탄발효조의 적정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밸브(100∼500mmAq)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비정상 가동시, pH 완충 및 조절시 메탄발효조(26)의 상등수 일부를 내부반송배관(25)을 통해 산발효조(22)로 
반송하여 약품공급 없이 적정 pH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메탄발효조(26)와는 별도로 여분의 메탄발효조를 추가로 설치하여, 혐기성 미생물을 반회분식 조건으로 배
양, 안정화시켜 주기적으로 이 메탄발효조로 이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바와 같은 산발효조(22)와 메탄발효조(26)의 구성을 기초로, 예컨대, 가수분해/산생성 반응이 진행되는 산발
효조의 유기물 부하율은 10.5∼15.5kgㆍVS/㎥ㆍ일, 체류시간 3.5∼5.0일, 메탄발효조의 유기물 부하율은 3∼5kgㆍ
VS/㎥ㆍ일, 체류시간 20∼25일을 기준으로 설계하면, VS 전환율은 60.5∼65%로서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560∼640
ℓ/kgㆍVS이며 CH4 함유율은 65∼75% 정도가 된다.

(4) 다음, 메탄발효조에서 슬러지를 배출하여 저장하는 슬러지 저장조(34)와 산발효조(22)와 메탄발효조(26)에서 발
생된 가스를 포집 및 전처리하여 저장하는 가스저장조(30)에 관하여 설명한다.

    
배출되는 잉여 소화 슬러지의 평균 고형물 농도는 4.2% 정도이며, 잉여 소화슬러지를 저장할 수 있는 슬러지 저장조(
34)는 정량배출 및 탈수기(36) 가동시간 및 비상시를 감안하여 3일 동안의 잉여 소화슬러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연유하식 배출방식을 고려하여 소화조(22,26)와 근접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저
장되는 기간 중 발생되는 메탄가스(24)는 대기 방출을 하지 않고 가스저장조(30)에 저장하여 발전기 및 보일러 연료
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가스저장소(30)에 공급되기 전에 제습기 혹은 황흡수탑을 통과한 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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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슬러지 저장조(34)의 적정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밸브(미도시)를 부착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저장
기간 중 고형물의 침전을 방지하고 균등한 고형물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중믹서기(890rpm) 혹은 산기관(미도시)을 
설치하여 조내 완전혼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다.

(5) 다음, 잉여 소화슬러지 저장조(34)에서 탈수기(36)로 이송되어 탈수된 후의 탈수케익은 콘베이어 벨트 혹은 이송
스크류(38)에 의해 부숙조(41)에 보내져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퇴비(40)를 생산하고, 탈수여액은 폐수처리저장조(4
3)로 이송되어 처리되는 단계에 관하여 설명한다.

먼저, 용적식 정량펌프(37)를 채택함으로써, 슬러지 저장조(34)로부터 잉여 소화 슬러지를 탈수기(36)에 공급하여 탈
수효율을 일정하고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어 있다. 이 때, 슬러지가 탈수기(36)로 이송되기 전에 응집제(황산반토 
혹은 Al2O3, 폴리머, 생석회)를 투입하여 탈수효율을 높이고, 중력여과기(Gravity Filter)(미도시)에 의해 슬러지로
부터 일정 수분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혐기성 소화가 이루어진 잉여 소화슬러지는 탈수하여 고형물 30%를 함유한 케익으로 탈수시킨 후 플라스틱 팽
화제(structure material)를 섞어 퇴비화시킨다.

플라스틱 팽화제는 탈수 케익의 함수율 조절 및 퇴비의 통기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데, 투입량은 탈수 케익량의 
20∼30% 정도이며 최종적으로는 회수하여 재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호기성 퇴비화 시설(41)에서 공급에 문
제가 되고 있는 톱밥 등의 수분조절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상기 퇴비화 시설(41)은, 예컨대 터널식 호기성 공법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퇴비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수분조절 및 산소함량을 조절하는 단계로 약 7일간 1단계가 이루어지며, 2번째 단계인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숙성과정
은 터널식 부숙조에서 약 21일 정도 이루어져 숙성 퇴비가 생성된다. 위의 과정을 통해 음식물에 포함된 염류가 물과 
함께 제거되며, 잔여물은 약 2∼3주간의 프로세스를 통하여 위생처리와 유기성분의 안정화를 이루어 식물에 위해성이 
없는 상태가 된다. 여기서 생산되는 퇴비는 지붕이 있는 공간에서 야적하여 보관하며, 바이오필터의 여재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밀폐된 터널식 부숙조에서 퇴비화가 이루어지므로 발생되는 가스 및 악취를 바이오필터를 이용해서 처리
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숙조의 유효높이를 2.5m까지 높일 수 있으므로 종래 호기성 퇴
비화시설의 40% 정도의 면적에서 퇴비화시설(41)을 설치할 수 있다.
    

0.8% 정도의 고형물을 함유한 탈수여액중 일부는 150㎛의 스크린 슬로트를 가진 세척수 순환장치를 거쳐 탈수기 여포 
세척수로 재활용되며 일부는 고압분리막 방식의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최종 처리 후 재이용 및 방류되며 일부는 액
비화 공정을 거쳐 액비로 공급된다.

(6) 다음, 탈수여액 저장조(43)에서 가압부상조(46), 생물막여과장치인 MBR(47) 및 역삼투압여과장치(50)를 통과
하여 공정수로 재공급하는 단계에 관하여 설명한다.

폐수처리시설은 고압분리막 방식으로 되어 있고, 최종 처리된 방류수는 공정수로 순환하여 공정에 재이용할 수 있고 폐
수처리과정에서 농축된 고형물은 퇴비화공정으로 이송하여 수분조절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탈수여액 및 처리동 내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폐수처리저장조(43)에서 체류한 후 가압부상설비(46)에 의해 원폐수 내
에 존재하는 난분해성 고형물질(SS), 인, 및 오일(Fat)류 등이 제거되고, 상기 가압부상설비에서 유출된 유출수가, 막
이 설치되고 침전지를 생략한 단일반응조로서 고농도 미생물조건을 가진 한외 여과 생물막반응조(MBR)에 의해 운전될 
때 발생되는 잉여슬러지는 자동인발펌프에 의해 슬러지 저장조로 이송되고, 그 여과수는 잔류 이온상을 제거하는 역삼
투압공정(50)으로 투입되어 잔류 오염물질이 완벽히 제거된다. 생물막 여과 후 잔류한 난분해성 유기물질(NBDCOD)
는 최종 역삼투압 여과과정에서 제거되며 농축된 농축폐액은 위탁처리되면 된다. 최종 역삼투압 여과수는 공정수 저장
탱크(12) 혹은 임시 저장조에 저류되어 내부 공정수로 재공급될 수 있다.
    

 - 13 -



등록특허 10-0356966

 
    
한외 여과 생물막반응조(MBR) 처리수는 색도와 난분해성 유기물질이 잔류하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미처리수로 판단되
나, 실제 생분해 가능한 유기물질이 대부분 소진되고 생분해가 불가능한 휴믹물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역삼투압공정
(50) 혹은 고도산화처리(AOP) 외에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 이들 고도 산화처리법은 초기투자비와 유지관리비가 
높기 때문에 적용에 애로점이 있다. 따라서, 종래 폐수 내에 잔류한 염(NaCl)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기분해 
방식을 적용하면, 외부약품(염, NaCl)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난분해성 물질만 산화시켜 제거할 수 있으므로 매우 효과
적이다. 예컨대, MBR 처리수를 대상으로 전극산화법을 적용한 결과, 잔류 COD 성분이 초기 800mg/L에서 20mg/L 내
로 60분내에 감소하였고, 색도도 99% 이상 제거되었다. 또한, 잔류 암모니아성 질소는 초기 40mg/L에서 1시간 내에 
4mg/L 이하로 나타나 완벽한 질산화 반응이 진행되었으며, 반응과정에서 40%는 질소가스로 전환되고 잔류 60%는 아
질산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로 전환되었다. 특히,폐수 내에 잔류한 염소이온이 강력한 전극산화(40mA, 5∼7V, 25℃)
시 발생한 라디칼과 반응하여 염소산 이온형태의 산화제로 변화되어 유기물질을 산화시키는 데 촉진작용을 한 것이다. 
또한, 잔류 암모니아성 질소가 질소가스로 전환되고 일부는 NO3-N형태로 산화되어 잔류암모니아성 질소를 완벽히 제
거할 수 있다. 그 밖에, 저온플라즈마에 의한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정밀 혹은 한외여과 생물막반응조(MBR)의 유출수는 부숙조 퇴비화설비(41)로 반송되어, 퇴비부숙과정
시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도록 처리수를 분사하여 수분조절에 이용할 수도 있다.

    
탈수여액 중 일부는 안정화시킨 후 액비로 이용하는데, 본 발명에 포함된 액비제조공정의 특징은 호기성균을 이용한 액
비 조제방법으로서 일반화되어 있는 방식이다. 액비 제조공정은 저류조에 폭기장치를 넣어 교반과 동시에 강제적으로 
공기를 혼입시키기 때문에 액상이기는 하지만 퇴비화와 같은 호기성 부숙 조건을 유지시킬 수 있다. 호기성균에 의해 
미분해성 유기물은 급속히 분해하여 취기도 없어지고 유동성이 좋은 액비가 된다. 본 발명에 포함된 액비 부숙조는, 예
컨대 콘크리트로 제조한 지하식과 특수강판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지상식이 있으며, 부숙조에 사용되는 폭기장치는 
수중 폭기장치나 교반식 폭기장치가 이용될 수 있다.
    

(7) 다음, 산발효조(22) 및 메탄발효조(26)에서 포집된 바이오가스가 가스저장조(30)에서 저장된 후 발전기(32), 보
일러(31) 혹은 소각로(33) 등에 보조연료로 공급하여 에너지를 회수하는 단계에 관하여 설명한다.

    
소화조(22,26)에서 유기물이 바이오가스로 발생되는 전환율은 1.6∼1.8kg/㎥ㆍCH4 정도였다. 또한, 박테리아에 의해
서 생성된 메탄가스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응축수 제거 설비(미도시)를 설치함으로써 가스를 냉각시켜 수분을 
응축 및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포집된 가스는 저장조(30)로 이송 및 저장된 후 가스발전기(32) 및 보일러
(31)의 연료로서 공급된다. 이 때, 회수된 열원으로 2차 선별파쇄기(7) 후단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부 분리하여 건조
사료화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다.
    

먼저, 발생된 메탄가스는 발전기(32)의 연료로 공급되어 전력을 생산하는데, 메탄가스 1㎥당 전력 생산량은 6.7KW이
고 열전환율은 0.941로서, 생산된 전력은 플랜트의 주(main) 전력으로 공급된다.

또한, 가스발전기 엔진에서 발생되는 열원은 냉각시스템에 의해 회수되어 혐기성 소화공정의 공정수 열원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메탄가스를 연료로서 보일러(31)에 공급함으로써, 운전시 발생된 온수에 의해 탱크를 가온하거나, 공정에 사용되
는 용수 또는 위생용수로도 이용될 수 있다.

    
도 3에는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 병합처리 설비에서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도시 고형 폐기물 소각로의 보조연
료로서 공급하는 병합처리설비의 계통도로서, 종래 도시 고형 폐기물 소각로에 보조연료를 음식물쓰레기 혹은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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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축산분뇨 병합처리 바이오가스를 투입하여 소각로 보조연료로 활용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의 가스전처리 및 저
장설비를 생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각로 발생폐열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에 회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일 예를 
나타낸다.
    

이하, 상기 본 발명의 실시예를 기초로 한 실험예를 설명한다.

실험예실험예

아래 표 1에, 전술한 본 발명에 포함되는 단위 장치의 파일럿 플랜트 사양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표 2에는 처리대상인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의 성상의 예를 나타내었다.

또한, 표 3에는 혼화조에서의 혼화비율(중량비), 음식물쓰레기 25%, 고상축분 17.5%(돈분 30%, 우분 70%), 액상분
뇨 57.5%(돈분뇨 90%, 우분뇨 10%) 혼합하여 실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상기 혼합비율의 선정 근거는 원시료의 공
급준비조건에 의해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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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실험 결과에 따르면, 공정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원시료의 혼합비율(중량비)보다는 혼화조(10)에
서 균질화된 이후의 유기성슬러지의 성상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공정설계는 유기질 슬러지의 
성상조건을 조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실험의 기준으로 된 유기질슬러지의 성상기준은, 표 2의 
시료성상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상기 혼합비율대로 혼합한 후, 혼화조에서의 성상으로서, TS 농도는 16.15 %, V
S/TS 농도는 78.2 %, 금속ㆍ토사류는 2.9 %, 비닐류는 2.6 %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운전한 결과가 표 3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구성의 본 발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최근 잦은 민원발생 대상인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폐수 처리설비를 일원화 함으로써 이중 투자비를 줄일 수 있고, 
대상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어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액상 및 고상) 폐기물을 통합처리시 축산분뇨 및 폐수 단독 2상 혐기성처리시보다 높
은 바이오가스 발생량 및 열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세째,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를 통합처리시 음식물 쓰레기와 고상축분폐기물을 별도 저장 및 전처리함으로써 전처리 
설비 용량을 줄일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 내에 잔존한 협잡물을 효율적으로 분리 및 선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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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째, 음식물쓰레기와 고상 축산분뇨를 별도로 전처리 한 후 액상 축산분뇨 및 인분과 혼합처리시, 혼화조를 두어 적정 
수분 조절, 및 유기물질, 고형물질 농도를 균질화하여 비중선별함으로써 중온 2상 혐기성 소화조 투입전에 고형물질 농
도 및 수분, 그리고 수온을 일정하게 조절하기가 용이하다.

    
다섯째, 중온 2상 혐기성 소화조에 투입전 종합 협잡물 비중선별기를 설치하여 2단 파쇄 및 선별 과정 후 잔류한 협잡
물 중 비중분리가 가능한 협잡물을 비중차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산발효조 및 메탄발효조 내의 스컴 형성에 의한 배
관 막힘현상, 반응조 내에 토사, 모래, 조개껍질에 의한 침적으로 발생되는 반응조 유효용적 감소 및 단략류 현상으로 
인한 산발효 및 메탄반응효율 저하를 예방할 수 있고, 또한 산발효조와 메탄발효조 내에 설치된 교반기 및 순환펌프의 
부하를 줄일 수 있다.
    

    
여섯째, 중온 2상 혐기성 소화조 전단부터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및 축분슬러지가 발효조에 투입되기 전 
중온상태로 조정함으로써, 저온 슬러지 투입에 따른 혐기성 미생물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또한 공정수 가온탱크를 설
치하여 전처리 공정내에 투입되는 공정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산발효조와 메탄발효조 측면에 
슬러지 내부 순환펌프 일체형 열교환기를 설치함으로써 반응조 내 슬러지 혼합 및 자체 열손실에 따른 열원보상이 빠르
게 진행되도록 하여 온도저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일곱째, 종래의 1차 파쇄기는 음식물 저장조(Refuse Hopper)에서 혼합 더블스크류로 이송 후 플라이트 체인 콘베이
어로 상부까지 이송후 1차파쇄, 회전선별기(드럼스크린) 및 2차 파쇄후 혼화조에 투입되도록 구성되어 단위 설비가 복
잡하고 관리 포인트가 많아 운전이 쉽지 않으며, 동시에 비닐봉투에 쌓여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파봉되지 않은 상태로 
이송되므로 체인 플라이트 콘베이어 이송부하가 높지만, 본 발명에서는 1차 파쇄기를 저장조 하단에 설치하여 이송 전 
파봉 및 조대파쇄시킨 후 이송함으로써 이송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고, 또한 미세파쇄기와 회전선별기를 일체화한 2차 
선별파쇄기를 설치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를 미세파쇄하면서 협잡물을 선별할 수 있어 설비가 단순해진다.
    

    
여덟째, 중온 2상 혐기성 소화방식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 처리설비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도시 고형폐
기물 소각로 보조연료로 공급함으로써,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소각로 폐열보일러에 스팀헤더를 설치하여 음식
물 및 축산분뇨 처리설비에서의 온수 가온에 이용할 수 있으며, 산발효조 및 메탄발효조의 열교환기에 연결하는 폐열시
스템을 구성하여 음식물 및 축산분뇨와 소각로를 동시에 통합처리할 수 있으므로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소각로 폐열을 퇴비화설비에 연결하여 퇴비화설비의 부숙기간을 현저히 단축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상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고상 폐기물 저장조(2)와, 액상의 축산분뇨를 저장하기 위해 상기 고상 폐기물 저장조(2)
와 별도로 설치된 액상 축산분뇨 저장조(8)와;

상기 고상 폐기물 저장조(2)로부터의 고상 폐기물을 파봉 및 조대파쇄하기 위한 1차 파쇄기(4)와;

상기 1차 파쇄기(4)로부터의 폐기물을 미세파쇄 및 선별분리하기 위한 2차 선별파쇄기(7)와;

상기 2차 선별파쇄기(7)로부터의 고상 폐기물과 액상축산분뇨 저장조(8)로부터의 액상 폐기물을 혼합하여 균질화 하
기 위한 혼화조(1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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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차 선별파쇄기(7) 또는 혼화조(10)에 공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정수 저장탱크(12)와;

상기 혼화조(10)로부터의 균질화된 폐기물을 비중분리시키기 위한 종합 협잡물 비중선별기(16,17,18)와;

상기 비중분리가 완료된 폐기물을 중온 2상 혐기소화시키기 위해 직렬로 배치된 산발효조(22) 및 메탄발효조(26)와;

상기 산발효조(22) 및 메탄발효조(26)로부터의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포집하기 위한 가스저장조(30);

상기 산발효조(22) 및 메탄발효조(26)로부터의 슬러지가 유하되어 저장되는 슬러지 저장조(34)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 통합처리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슬러지 저장조(34)로부터의 슬러지를 탈수시키기 위한 탈수기(36)와;

탈수되고 남은 탈수케익을 퇴비(40)로 전환시키기 위한 퇴비화설비(41)가 부가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 통합처리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탈수 후 남은 여액을 여과, 공정수 저장탱크(12)로 공급하기 위해 직렬로 배치된 가압부상장치(46), 생물막여과
장치(47), 역삼투압 여과장치(50)가 부가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 통합처리장
치.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1차 파쇄기(4)에서 나온 침출수를 저장한 후 2차 선별파쇄기(7)에 공급하기 위한 침출수저장조(5)가 부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 통합처리장치.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가스저장조(30)로부터 나온 메탄가스를 소각로(33), 발전기(32), 보일러(31)에 공급하기 위한 가스분배장치가 
부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 통합처리장치.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2차 선별파쇄기(7)에는 고속회전 칼날 또는 해머가 부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 통합처리장치.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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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혼화조(10) 내에는 고속회전 칼날이 부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 통
합처리장치.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1차 파쇄기(4)의 상부와 고상폐기물 저장조(2) 호퍼 하부 사이에는유기성 폐기물 침출수가 일시에 누수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컷-게이트 밸브(Cut Gate Valve)가 부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 통합처리장치.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비중선별기(16, 17, 18)의 하단에는 송풍기 또는 콤프레셔와 연결된 산기관 혹은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 통합처리장치.

청구항 10.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산발효조(22)의 전단에는 열교환기(20)가 설치되어 있고, 상기 산발효조(22) 및 메탄발효조(26) 측벽에는 슬러
지 내부순환펌프(21)(28)가 열교환기와 일체형으로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
뇨 통합처리장치.

청구항 11.

음식물쓰레기와 고상 축산분뇨를 1차적으로 조대 파쇄하는 단계와;

상기 조대 파쇄시에 나오는 침출수와 공정수를 투입하면서 상기 조대파쇄된 고상 폐기물을 미세파쇄 및 선별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선별분리된 고상 폐기물과 액상 축산폐기물을 혼합하여, 수분조절 및 고형물의 농도조절을 통해 균질화시키는 단
계와;

균질화된 상기 폐기물을 비중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비중분리가 완료된 폐기물을 산발효와 메탄발효로 구성된 중온 2상 혐기소화를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중온 2상 혐기소화시키는 단계에서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포집하여 전처리하는 단계와;

상기 중온 2상 혐기소화시키는 단계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
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 통합처리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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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저장된 슬러지를 탈수시킴으로써 발생된 탈수케익을 퇴비로 전환시키는 단계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 통합처리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탈수 후의 탈수여액은 가압부상, 생물막여과 및 역삼투압여과 후 재순환시키는 단계가 부가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 통합처리방법.

청구항 14.

제1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파쇄 및 선별하는 단계에서, 비닐, 헝겊, 골판지, 종이 등의 협잡물을 흡입하여 제거하는 단계가 부가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 통합처리방법.

청구항 15.

제1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비정상 가동시, pH 완충 및 조절시 메탄발효 단계에서의 상등수 일부를 산발단계에 사용함으로써 약품공급 없이 적정 
pH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 통합처리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생물막여과 처리수를 대상으로 전극접촉산화, 혹은 저온플라즈마, 혹은 전기분해 방식으로 난분해성 유기물질(N
BDCOD)과 색도(Color)를 제거하는 단계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 통합처리방법.

청구항 17.

제1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전처리하여 저장한 후, 열병합발전 혹은 보일러를 가동하고, 회수된 열원으로 상기 미세파쇄 
단계 후의 음식물쓰레기를 일부 분리하여 건조사료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 통합처리방법.

청구항 18.

제11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전처리하여 저장한 후, 또는 전처리 없이 직접 소각로에 공급하여 보조 연료로서 사용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분뇨 통합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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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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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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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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