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오늘날과 같이 인류가 화석에너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인류의 복지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다. 에너지 위기, 기후 온난화의 위기 및 토양오염과 해양오염의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 아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육상에서 처리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소비 및 발생 특성을 조사하여 

하수도시설에서의 발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동시에 

발생되는 슬러지 폐기물을 해양배출이나 직매립을 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그림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개념도



구분 활용법 개요 특징

슬러지처리

계통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

슬러지의 

연료화

슬러지의 건조 혹은 탄화처리를 통해 함수율을 

낮추고 잔존하는 발열량을 화력발전소에서 연

소시켜 에너지를 얻는 방법

최종산물의 감량효과가 가장 큼

발열량문제로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법적 기준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

바이오가스 

활용

슬러지의 혐기성 소화를 통해 소화가스를 생산

하고, 이 가스를 이용해 열이나 전기를 생산하

거나 연료로 판매하는 방법

활용방안이 매우 다양함

타 유기성폐기물의 연계처리 가능함

법적 기준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

수처리계통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

하수열 이용
처리된 하수의 열을 이용하여 냉난방시설의 열

교환에 활용하는 방법
처리수와 외기의 온도차가 클 때 효과가 큼

소수력 발전
처리된 하수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이용하는 방법

방류수면과의 낙차가 존재할 때만 사용 

가능함

공간을 활용한 

에너지원

태양광 발전
하수처리장 시설 지붕 등의 공간에 집광판을 설

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
일조량이 큰 경우 사용 이익이 있음

풍력 발전
풍황이 좋은 하수처리장의 빈 부지내에 풍력발

전기를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 

풍량과 풍향이 안정된 경우 사용 이익이 

있음

기타 자원화

(에너지원은 아님)

처리수 재이용
먹는 물 수질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수요처에 처

리수를 활용하는 방법 

처리수질의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보장

되어야 함

인회수

수처리과정 및 슬러지처리과정을 거치면서 농

축된 인을 결정화과정을 거쳐 회수하여 비료 등

으로 활용하는 방법

슬러지처리계통 운전과 직접 관련

공정 중 중금속 농도에 민감함

법적 기준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

고화처리
슬러지를 고형화하여 매립지 복토재로 활용하

는 방법

재활용 생산품의 소비처 확보가 주요 관

건임

부숙화, 

퇴비화
슬러지를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법

재활용 생산품의 소비처 확보가 주요 관

건임

<표 1>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 및 자원들

▢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 및 자원들의 특징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 및 자원들의 특징은 다음의 표에 정리한 바와 

같이 슬러지처리계통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슬러지의 연료화, 바이오가스 활용), 수처

리계통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하수열 이용, 소수력 발전), 공간을 활용한 에너지원(태

양광 발전, 풍력발전) 및 기타 자원화(처리수 재이용, 인회수, 고화처리, 부숙화 등)가 있다.



▢ 서울시 하수처리시설에서의 에너지 및 자원 발생 특성

인회수 가능량

서울시 하수처리시설에서 소화조탈리액 및 탈수여액의 반송위치에 인회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회수할 수 있는 부존 인자원량의 연간 총량은 서울시 4개 하수처리

시설 합계 1,899톤/년, 70% 회수율을 가정할 때에는 1,329톤/년으로 추정되었다. 

하수처리수의 부존에너지량

하수처리후 방류하는 처리수가 가지고 있는 부존에너지량은 서울시 4개 하수처리

시설 합계 914,759TOE/년으로 추정되었다. 이 부존에너지 중에서 겨울철(1월, 2월, 

3월, 10월, 11월, 12월)에 5 차이만큼만 에너지를 회수한다고 할 때에는 366,318 

TOE/년이 된다. 하수처리수는 다른 에너지 생산방법들보다 월등하게 큰 부존에너

지량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오가스의 부존에너지량

바이오가스를 증산하기 위해서는 슬러지의 가용화 및 유기성폐기물의 연계처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2011년 현재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의 부존에너지량은 서울시 

4개 하수처리시설 합계 39,793TOE/년으로 계산되었다. 바이오가스의 개질을 통해

서 고부가가치의 바이오메탄을 생산하면 도시가스 및 자동차 연료로 공급하고 연

료전지의 원료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개질기술을 개발 보급할 필요

가 있다. 

슬러지연료의 부존에너지량

2011년 처분된 슬러지량 중에서 해양배출, 재활용, 건조, 소각처리량을 건조하여 

연료화한다고 할 때 탈수슬러지 연료의 부존에너지량은 서울시 4개 하수처리시설 

합계 16,400TOE/년으로 추정되었다. 발열량이 낮은 연료는 유상판매를 할 수 없

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는 없지만, 다른 재활용방법들에 비해 확실하게 줄고, 무

해하며 소량의 에너지도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서울시 하수도시설의 에너지 및 자원 재순환 방향 

서울시 하수도시설의 에너지 및 자원 재순환을 통해 에너지 자립화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2>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및 자원 재순환 방향 개념도

각 공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소비대책으로 각 공정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 특히 폭기조에서의 송풍

기는 하수처리시설의 대표적인 에너지 소비원이므로 산소전달효율이 높은 산기장

치를 사용하고, 부하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송풍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각종 모터와 펌프 등 에너지 사용기기의 효율을 높인다.

소화조 운전 성능 개선

소화조의 운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효율개선(가온방법, 교반방

법, 운전온도, pH 등 운영방식의 최적화)을 실시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슬러지 

가용화 처리법을 적용하여 바이오가스 증산 및 소화슬러지 감량화를 달성한다. 또

한 유기성 폐기물(분뇨, 정화조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음폐수 등)을 연계처리하여 

하수슬러지와 병합소화시킴으로써, 바이오가스 증산을 달성한다. 

폭기조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최대 활용

바이오가스를 소화조 가온이나 소규모 발전을 위한 연료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

라, 규모의 효과를 위해서 열병합발전을 통한 지역난방에까지 이용범위를 넓히고, 

바이오메탄으로 개질처리함으로써 자동차연료, 도시가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

고, 연료전지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화슬러지의 연료화, 자원화 처리

소화된 슬러지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건조해 연료화처리를 하고 화력발전소에

서 보조연료로 활용하면서 연소시켜서 최대 감량을 달성한 후 매립한다. 슬러지의 

재활용은 실질적으로 소비가 가능한 방법에 한해 실시한다.

하수열의 적극적 이용

규모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규모 하수열 회수시설을 설치하여, 처리장 내의 

각종 열에너지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난방에까지 확대하여 활용한다.

소화 탈리액, 탈수여액의 반송 시 인회수

인회수시설을 설치하여 소화 탈리액과 탈수여액에서 인을 최대한 회수함으로써 

방류수 수질기준을 달성하는데 일조하고, 회수된 인을 비료 등으로 활용한다. 

기타 신재생에너지 활용

일조조건이 좋은 지역에 태양광, 풍황이 좋은 지역에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최대

한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다.

관련제도 제정 및 개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발전뿐만 아니라 법적인 제한조치 해제, 신재

생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등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