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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순환 기술의

새로운 흐름

하 · 폐수 슬러지  해양투기  현황 음폐수  해양투기  현황

•전국 하 · 폐수 슬러지 발생량 : 16,218톤 / 일

•해양투기 처리량 : 5,939톤 / 일

•전국 음폐수 발생량 : 9,398톤 / 일

•해양투기 처리량 : 3,184톤 / 일

하수 슬러지(22.4%)

폐수 슬러지(14.3%)

유기성 폐기물 처리 현황

기술 개발 필요성

지적재산권

국내특허  제10-1339718호 / 국제특허  PCT/KR2013/011701

COWT (Organic Waste Treatment)

●

열가수분해

(Thermal Hydrolysis)

고온·고압 조건으로 단백질과 

인지질로 구성된 세포막을 파

괴시켜 슬러지 탈수성을 증가시

키는 기술

●●

COWT는 친환경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가 어려워진 유기성 폐기물을 감량 및 고형 연료화하는 열가수분해 기술입니다.

COWT는 기존 처리기술 대비 저 비용 · 저 에너지로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하며, 

에너지 회수를 통해 자원의 선순환을 실현합니다. 

COWT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가축분뇨 및 하 · 폐수 슬러지 등 환경기초시설부터 생활 폐기물, 산업 폐기물 뿐만 아니라

완벽한 멸균작용으로 의료 폐기물, 가축 폐사체 처리 등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육상처리

해양투기

34%

환경부, 2012년 환경부, 2012년

육상처리

해양투기

37%

●●

유기성 폐기물의 잠재적 에너지

- 가축분뇨 : 3.3천만 Gcal/년

- 하·폐수 슬러지 : 23만 Gcal/년

•해양투기 규제로 유기성 폐기물의 육상처리 방안 요구 

•슬러지 내 중금속(Cu, Zn) 과량 함유로 자원화 어려움

기존 처리기술의 한계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기술 부재

•유기성 폐기물 처리 단가 상승

경제적 처리기술 필요

•유기성 폐기물 매립 제로화 목표

•자원 순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각 · 매립부담금 제도 시행 예정

 법적 규제 강화

●

해양투기 규제 
- 2012년 가축분뇨, 하·폐수

  슬러지 배출 금지 

- 2013년 음폐수, 분뇨, 

  분뇨 슬러지 배출 금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 추진

•유기성 폐기물의 잠재적 에너지 활용성 부각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 변화

배경



WATER & ENERGY BKT WATER & ENERGY BKTCOWT ┃  Organic Waste Treatment COWT ┃  Organic Waste Treatment5 6

원리

운전 주기

미생물 세포막 파괴 •고온 · 고압의 증기로 유기성 물질의 세포막(벽)을 파괴하여 세포 내부수 분리

•반응 생성물 탈수성 향상

고분자 물질의 저분자화 •고분자 화합물로 구성된 유기성 물질을 저분자 화합물로 전환

•생분해도 향상에 의한 혐기소화 효율 증대

세포막 파괴 전 세포막 파괴 세포막 파괴 후

●

보일러 증기(Live Steam)

스팀 보일러에서 생성된 

고온 · 고압 증기

●●

폐열 증기(Flash Steam)

반응 후 반응기 내 남아있는 

고온 · 고압 증기

주요 설비

폐기물

폐기물

A B

BA

반응
진행

반응물 배출

A B

반응
진행

폐열 증기 + 보일러 증기

BA

반응
종료

보일러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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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고형연료 저장조 

바이오가스
(발전,판매)

처리 or 자원화

투입

스팀 보일러

반응기 고액분리기 혐기소화조

❷❶

❸

• 혐기소화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처리 공정으로 적용

•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자체 발전 또는 판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처리 계통 고온 증기 생산 가스

❶

• 유기성 폐기물 90% 이상 감량

• 가축 폐사체, 의료성 폐기물의 멸균처리로 무해화

유기성 폐기물 감량화

투 입 반응기

고형연료 저장조 

고액분리기 처리 or 자원화투입

스팀 보일러

❷

❸
처리 계통

고온 증기

단계별 폐기물 

고액분리기

반응기

혐기소화조

스팀 보일러

STEP 1 투입

•반응기A 폐기물 투입

•반응기B 준비

STEP 3 반응

•투입 폐기물 열가수분해 진행

•고온 · 고압 유지

•반응기B 폐기물 투입

STEP 5 배출

•반응기A 반응 생성물 배출

•반응기B 승온

•반응기A 준비

STEP 2 승온 · 승압
(보일러 증기 공급)

•반응기A 승온

•단시간 온도 분포 균일화

STEP 4 감온 · 감압
(폐열 증기 전달)

•반응기A 운전 종료

•폐열 증기 반응기B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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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비교

적용 분야

실적

특장점

• 가축분뇨 및 하·폐수 슬러지

• 가축 폐사체

• 생활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등)

• 산업 폐기물(식품공업 부산물 등)

• 의료 폐기물

열가수분해 반응기처리시설 전경

• 경기도 이천시 소재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시설 

• 가축분뇨 슬러지 탈수케익, 매몰지 가축 폐사체 처리

처리 효율의  안정성

•반응기 병렬 배열로 증기를 교환하여 안정적으로 연속운전

•단시간 내 열이 균일하게 전달되는 스파저 파이프 방식으로 열 전달 효율 극대화

•고온 · 고압 증기를 이용, 유기성 물질의 세포막을 파괴하여 반응 생성물 탈수성 향상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전환하여 혐기소화 효율 증대

•병원성·전염성 세균 완벽한 멸균 및 무해화

기술의 경제성

•기화열로 인한 열 낭비가 없어 에너지 절감 효과

•자체 생산 에너지원(고형연료)이용으로 유지관리비 절감   

•간단한 공정 구성으로 소요부지 최소화

•혐기소화 병행 시 바이오가스 생산 향상

운영의 편의성

•전 공정 자동화로 실시간 감시· 제어 시스템   

•간단한 설비 구성

구 분 열가수분해 소각 건조 탄화

개 요 고온·고압에 의해 

슬러지를 가수분해 

시킨 후 유기물을 분해, 

탈수 처리하는 기술

약 1200℃ 연소로 

내에서 직접 연소에 의해 

폐기물 완전 산화

열에너지를 이용, 

가열하여 수분증발

건조 후, 무산소 

상태에서 열을 가해 

휘발성 가스 제거 후, 

남은 잔류물 회수

잔류부산물 탈수케익 / 바이오가스

(고형연료 및 바이오가스 

 재이용/판매)

소각재

(재처리를 통한 

 최종처분 또는 재이용)

 건조 슬러지 

 (시멘트 등의 

  보조연료로 재이용)

탄화물

(시멘트 등의 

 보조연료로 재이용)

감량 효율 우수 우수 보통 우수

에너지 효율 우수 보통 낮음 낮음

특징 •친환경 처리 및 

   에너지 생산 기술

•타 기술 대비 

   에너지 절감

•높은 시설 투자비 및 처리비 

•소규모 시설에 불리

•고도의 운전 기술인력 필요

•악취 발생

•건조 슬러지 

   처리 대책 필요

•투입원료의 성상 제약

•슬러지 처리로 과다 

   연료 소모

50% 이상 단축

(일)

0                                    10                                     20                             30

혐기소화조 소화일수

0                           260                      500                               800       1000

(kcal/kg)

에너지 절감량

70% 이상 절감COWT

일반 건조

COWT

일반 혐기소화

Steam

반응기 승온 시작 반응기 승온 종료

●

스파저 파이프

    다점 증기 분사방식의 

    증기 분사관

•자동 제어 시스템 구성 •운영 DB 구축 및 분석 •계측기기를 이용한 편리한 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