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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김 현 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이 우리의 기술과 사회 수준에 걸맞지 않게 낙후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생활에 편리하고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의 도입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2014년 주거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100% 순환 활용되는 

자족형 단지모델 구현을 목표로 ‘자원순환 주거단지 실증연구단＇이 발족되었습니다. 단지 내에서 

순환, 재활용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의 사업화와 생활환경기준에 적합하며 경제적인 자원순환 

단지실증, 공동체 주도의 자족형 자원순환 주거단지의 실증 연구를 4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기술 보급과 학술적 기여, 정책지원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순환 활용 산업과 자원순환 

주거단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김 현 수 

인사말

김 현 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의	폐기물처리가	대부분	매립처리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음식	폐기물	처리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자원순환 주거단지 실증연구단’ 을	발족하고,	주거	단지	내	발생하는	음식	

폐기물이	100% 순환 활용되는 자족형 단지모델	을	구현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순환	및	재활용되는	Zero	Food	Waste	공급처리시스템의	사업화와	생활환경기준에	적합하고	경제

적이며	친환경적인 자원순환 단지 실증, 공동체 주도의 자족형 자원순환 주거단지의 실증 및 사업화는 무악취, 무

소음, 무진동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단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에	본	연구단은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기술보급과	학술적	기여,	정책지원	등을	통한	우리	나라의	환경개선	발전에	기여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김  현  수

주거단지 내 유기성 폐자원 활용 촉진을 위한 실증연구

4차년도 성과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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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02. 핵심기술

03. 실증계획

04. 운영관리 방안

 (1세부) 유기성 폐자원 활용을 위한 핵심기술 및 주거단지모델 개발 

    · 발효소멸, 혐기소화, 건조/탄화 기술별 주거단지 최적 적용을 위한 기술 패키지화
    · 주택 배관 및 설비 설계기술, 악취발생 저감, 퇴비 및 연료화 저장장치 등 핵심기술 개발 
    ·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자원순환 주거단지 모델 개발
    ·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주거단지 확산을 위한 법제도/정책 개발
    · 자원순환 주거단지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2세부) 자족형 자원순환 주거단지 실증 연구 

    · 발효소멸, 혐기소화 기술 실증
    · 실증단지별 모니터링 수행 및 실증결과 검증
    ·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 자원순환 주거단지 확산을 위한 사업화모델 개발

 주요연구내용 및 성과

맞춤형 발효소멸 
시스템 성능변화 실측 

모니터링

위탁
대전발전연구원

디스포저를  이용한 
관로이송 및 

음식물쓰레기 
발효소멸 시스템의 

전처리 설계인자 도출

위탁
서울대학교

자원순환 실증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제어기술 

개발 

위탁
수원대학교

재생자원 맞춤형
 커뮤니티 공간 설계 및 

조성

위탁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요소기술의 
표준통합모델

기술 개발

위탁
㈜한일엠이씨

연구개요

Part Ⅰ. 전체 연구내용 • 연구개요

 자원순환 주거단지 실증연구단

· 과 제 명 :  주거단지 내 유기성 폐자원 활용 촉진을 위한 실증연구 

· 총 연 구 기 간 :  2014년 9월 21일 ~ 2018년 12월 20일 (4년 3개월)  

· 연구개발비 :  147.29억원 (정부출연금)  

· 연구수행체계 :  

2세부 협동기관

자족형 자원순환 주거단지 실증
유기성 폐자원 활용을 위한 

핵심적용 기술 및 주거단지 모델 개발

유기성 폐자원 
처리 및 에너지 

생산 시스템 연구

1-2
창원대학교

자족형 자원순환
주거단지 모델  및 
핵심적용 기술개발

1-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친환경·여가형 
공공단지실증
(자동회수-

발효·소멸기술)

2-1
LH 토지주택연구원

특수·복합지구
형  실증

(스마트박스 기
술)

2-2
코오롱환경서비스㈜

(4차년도 기준)

자원순환 
주거단지 

커뮤니티 설계 
및 구축운영

2-3
㈜흙살림

자원순환 주거단
지의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전

략

2-4
㈜도명이엔씨

유기성 폐자원 
탄화처리를 위한 

통합 모델 기술 개발

위탁
㈜비츠로테크

자원순환 주거단지 실증 연구단

R i v e r  E x p e r i m e n t  C e n t e r
하천실험센터

1세부 주관기관 핵심기술 개발 및 지원

실증 수행 및 보완

구 분 기관수 인원수 연구원 수

산업계 6 50명

93명

대학 3 15명

국공립(연)

출 연 (연) 2 24명

기 타 1 4명

1세부
핵심기술 개발 및

업그레이드

2세부
자원순환 주거단지 실증

관망

전처리

고속퇴비화

혐기소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용인동천

강남 LH 수서

유성 송림마을

안산 보네르빌리지

LH신규단지

혐
기
소
화

건
조
탄
화

실증단지 적용 검증
100% + α

여주 교도소

연구성과 실증센터

자원순환 주거단지 모델개발

건조 / 탄화

100% + α

고속
퇴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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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Part Ⅰ. 전체 연구내용 • 연구개요

 배경 및 필요성

주거단지 내 발생 음식물 쓰레기 100% 순환 활용되는 자족형 단지모델 구현

음식물쓰레기

순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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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연구성과

01. 연구개요

02. 핵심기술

03. 실증단지

04. 운영관리 방안

연구개요

Part Ⅰ. 전체 연구내용 • 연구개요

 추진전략

 연차별 추진계획

수송유형별음식물
쓰레기분리/선별장치

음식폐기물분쇄및
이송관리시스템

음식물쓰레기
발효소멸처리장치

유기성폐기물혐기성
소화장치

음식물쓰레기건조장치

비료의숙성및저장장치

음식물부산물의
연료화제조장치

발효소멸장치의
모니터링시스템

A

B

C

G

D

E

F

혐기성소화기반에너지화시
스템운영관리및제어기술

H

I

자원순환주거단지모델수립K

탄화시설구축및실험분석J

단지내분리/
선별기술현장조사

유형별분리선별효율

디스포저진동/
디스포저소음저감

분리선별장치
성능검증

소음저감/
관망유지관리기법개발

성능평가/ 
피기장치개발

발효소멸영향인자
최적화

발효영향인자최적화/
발효소멸처리장치시제품

시제품개선/ 
보완방안제시

파일럿스케일
소화장치운전

소화영향인자도출
실험실규모시작품

제작및운전

기존장비의개선방안도출
음식물쓰레기

건조장치시제품
업그레이드기술개발/ 

시제품의보완

염분제거기술
시제품제작/

성능검증/설계운전매뉴얼

연료시제품 에너지지용효율, 
사용용이성개선

발효소멸장치의모니터링
시스템개발

성능검증/ 운전매뉴얼작
성

시제품설계및운전매뉴얼

성능개선매뉴얼보완

데이터베이스구축
에너지시스템물질
에너지흐름분석

법제도개선안/
가이드라인

법제도개선안/
통합기술시연현장조성

탄화시스템공정계
최적의토치제어 및

고효율화
시스템설계/  

운전용이성확보

발효소멸장치의모니터링
방법개발

기법및장치개선

자원순환주거단지
사례조사

자원순환
주거단지모델확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음식폐기물건조시스템실증

자동회수 발효소멸 시스템을 이용
한 친환경 여가형 공공단지 실증

기존
주거단지의자원순환재생모델

맞춤형음식물류폐기물
고속발효소멸시스템

자원순환주거단지확대를
위한법/정책/제도제언

특수· 복합지구실증

자원순환주거단지커뮤니티
(공동체실증)

A

B

C

G

D

E

F

자원순환주거단지
맞춤형비즈니스모델H

현장조사및계획수립,  
파일럿제작

기술시스템상서설계
및현장시공

구축계획수립, 시스템
상세설계/현장시공

현장시공및
기술보완

기초조사및현장조사
시스템현장설치적용

및시공, 운영

현장시공 현장시공/운영

운영및모니터링 운영및모니터링/평가

운영및모니터링,
성능검증/운영 기술실용화

기초조사및현장조사 실증대상지검토 설비시공 성능검증및
개선안마련

기초조사및현장조사
실험주택장비

테스트

공동체활동유형화
공동체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운영및

모니터링
공동체사업화

성과홍보

현행법제도정책조
사

정책제언

기초조사 사업타당성검토 비즈니스모델개발 비즈니스모델
가이드라인제시

운영/
모니터링

운영평가및
사업화

운영/
모니터링

혐기성소화기반의에너지화
시스템운영/관리및제어기술I 모니터링인자도출

운영관리매뉴얼개선
운영및모니터링
제어기술도출

기술유형 주택유형 설치장소적용규모(세대) 활용유형

고속
퇴비화

혐기
소화

단독 주택 공동 주택
복합
지구

500
이하

500~
1,500 1,500이상 지하 지상 집하장 퇴비 연료 전기

단지명

안산
보네르빌

리지

경기도
여주시

LH
신규단지

용인동천

강남수서
대전송림

수행
여부

준공

준공

진행
중

준공

TB1
(LH)

TB2
(LH)

TB3
(LH)

TB4
(코오
롱)

TB5
(LH)

3 3 3 33

전기
및 열
활용

×× × ×

후곡태영
1개월
시범사업

TB6
(KICT)

건조
탄화

KICT 구축
중

TB7
(KICT)

안산보네르빌리지

여주소망교도소

LH수서(2차)

LH수서(1차)

용인동천

대전송림

안산 보네르빌리지

1차년도
(‘14.9~’15.3)

2차년도
(‘15.4~’16.3)

3차년도
(‘16.4~’17.1)

4차년도
(‘17.2~’17.12)

적용 기술개발
실증단지설계

실증단지
구축운영

사업 완성

단지 유형별 프로토타입 개발

CTE 기술개발 (악취/소음/저장등)

핵심기술별 통합설계
모니터링기법수립

기존단지
기술적용

현장모니터링

신규단지
기술적용

현장모니터링

실증단지 구축계획 수립

자원순환기술, 주거단지 현장조사법, 제도, 정책 조사

기술현황분석 시스템최적화 홍보 및 사업화 기반 구축

기존단지
착공/시공/운영

커뮤니티 활동 사업전략, 지원방안 마련

신규단지
착공/시공/운영

사업 평가 비즈니스 모델제시

커뮤니티 활동

5차년도
(‘18.1~’18.12)

자족형 순환단지 모델

법/제도 개선안

성과확산 플랫폼

모니터링 안정화

핵심기술 고도화

연구성과 실증센터

실증단지운영관리및커뮤니티자족화
(LH안산보네르빌리지, 수서,송림, 

용인동천, 소망교도소)

LH안산보네르빌리지
LH신규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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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및 성과

01. 연구개요

02. 핵심기술

03. 실증단지

04. 운영관리 방안

3. 자원순환 주거단지 실증(국내) 

4. 자원순환 주거단지 모델 개발

연구개요

Part Ⅰ. 전체 연구내용 • 연구개요

 주요 연구내용 및 성과

1.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개발

2. 핵심기술 개발

기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최적의 요소기술을 

접목한 소규모 분산처리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입니다.

01. 연구개요

 음식물쓰레기 제로단지 보급 확산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행정간행물로 지자체 배포

[TB1] 안산 보네르빌(민간분양)

[TB3] LH 수서단지(영구임대)

[TB3] 유성송림마을 (국민임대)

[TB2] 용인동천스마트타운(단독)

[TB5] LH 신규임대단지(예정)

[TB4] 여주소망교도소(스마트박스)

[TB7] KICT 연구성과실증센터

[TB6] 후곡태영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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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 개발

발효소멸

01. 연구개요

02. 핵심기술

03. 실증단지

04. 운영관리 방안

핵심기술

Part Ⅰ. 전체 연구내용 • 핵심기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개발

분쇄

관망(배관)

전처리 처리

점검구

점검구

1

2

3 4

5

5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구성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은 싱크볼 하부에 설치하는 ‘분쇄기’, 분쇄된 음식물을 전처리 장치까지 이송하는 ‘관망(배관)’,  물과 섞여 

흘러온 고형물을 걸러주는 ‘전처리 장치’, 걸러진 고형물을 최종 처리하는 ‘처리 장치’로 구성됩니다. 

이 외에도 분쇄된 음식물의 이송을 돕는 유량제어장치, 관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점검구 등이 필요합니다. 

1.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싱크대 하부로 배출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분쇄된 음식물이 관망을 타고 흘러가서 전처리 과정에서 고형물 배출 기준 이상으로 걸러질 수 있게 합니다. 

1) 소개

 음식물류폐기물을 주거단지 내에서 발효 처리 및 자원화(퇴비)하고 

 입주민의 자원순환 커뮤니티 기반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1) 소개

 탄화골재를 Bulking agent로 활용하여 생산되는 퇴비량을 조절하고 

음식물쓰레기 투입 반응조와 퇴비 숙성 반응조를 교대로 운영하여 보다 

완전한 퇴비를 생산해내는 기술입니다. 

2) 사양 및 특징 

2) 사양 및 특징 

3) 기대효과  

3) 기대효과  

4) 적용사례  

4) 적용사례  

● 음식물 자원화 바이오 시스템

● 발효숙성 (완전퇴비화)2. 관망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전처리시설까지 수평·수직으로 이송시켜주는 배관을 말합니다.

     분쇄된 음식물쓰레기 이송에 적합한 새로운 형상의 배관도 사용 가능합니다.

3. 전처리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고형물과 음폐수로 분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분쇄 음식물과 함께 관망을 타고 처리장치 앞까지 흘러온 

     배출수에서 고형물을 걸러냅니다. 필요에 따라 전처리 장치에는 탈수 장치가 포함됩니다. 

4. 처리장치

     전처리 과정을 거친 음식물쓰레기 고형물을 처리 또는 순환활용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발효건조, 건조, 건조탄화 등 다양한 방식의 소규모 분산처리장치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5. 점검구·유지관리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싱크대 하부로 배출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분쇄된 음식물이 관망을 타고 흘러가서 전처리 과정에서 고형물 배출 기준 이상으로 걸러질 수 있게 합니다. 

● 목질바이오칩과 음식물쓰레기를 30~40 ℃ 호기상태에서 혼합하여 발효

   처리 하고, 발생되는 부산물은 숙성하여 퇴비 혹은 연료로 재활용 하는 

   기술이다. 

      공동주택) 단지 내 재활용 창고에 분산 설치 운영

      단독주택) 단지 내 공용공간에 설치 운영

● 장치사양: 99kg/day 용량의 발효소멸장치(99세대, 1개동 규모)

● pH : 5 이상

● 함수율: 30~40%

● 유기물: 80~85%

● 염분 0.5~1.0%

처리용량 : 일일 100kg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100세대, 1개동)

설치공간 : 지하주차장, 주차 1대 공간 이내로 제작

투입방식 : 직접투입 방식 또는 디스포저 배관연결 가능

● 음식물류폐기물이 100% 순환 · 활용되는 자족형 단지 구현

● 부산물(퇴비)을 활용한 커뮤니티 기반의 단지 구현

● 계절별 수요에 따른 퇴비 생산량 조절

● 발생 가스 내부 순환 처리로 악취 민원 발생 방지

최종 검증중

● 동천 스마트 타운

● LH 송림마을

● LH 수서단지

● 안산 보네르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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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실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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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Part Ⅰ. 전체 연구내용 • 핵심기술

1) 소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탄화하여 처리하며 발생되는 부산물은 토양개질재

 및 연료화 되어 단지내 사용 가능한 온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다.  

1) 소개

 음식물쓰레기를 35 ~ 40℃,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바이오가스로 전환되어 온수 생산 및 부산물로 퇴비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2) 사양 및 특징 2) 사양 및 특징 

3) 기대효과  

3) 기대효과  

4) 적용사례  

4) 적용사례  

● 일일처리량 : 80kg 이상 (98%이상 감량)

● 부산물 : 2% 이하의 무기물

● 소모전력 : 30kWh(100가구 기준, 80kg/일 처리)

● 처리음식물 : 모든 일반음식물(조개껍질 및 생선뼈, 동물뼈 포함)

● 주요기능 : 냄새 없음. 봉지 상태로 투입. 2개 투입구 운영(연속투입 가능).

    물청소로 냄새 및 벌레 발생 가능 오염물 제거함

● 관리기능 : RFID 카드로 인식하고 무게 확인. 자동문, CCTV녹화기능. 

● 처리시간 : 1회 약 44kg 처리기준 4시간 소요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특수ㆍ복합지구에 적용

●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하는 대형시설(1톤/일 이상)

● 2가지 이상의 유용 자원을 생산하는 시스템

● 발생하는 악취는 소각 처리하여 생활환경기준 만족

● 소규모 분산형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 정립

● 기존 복합·특수지구내 유기성폐기물의 자원순환 부산물 해결을 통한 

    인식 전환

● 자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통한 2가지이상의 부산물(열, 온수, 전기 등) 

    활용 자족형 자원순환 단지 기반 조성 

● 외부 반출없이 자체 처리로 악취, 매연등의 발생 

● 부산물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을 통한 에너지 비용 감소

● 일반음식물 외 동물 뼈 등 처리 가능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동물 뼈, 조개껍질 및 생선뼈 등을 분리하지 

        않고 처리 가능함    

● 악취발생가능성 제로 

    - 플라즈마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냄새까지 태우고, 주변을 물청소로 

       냄새 및 벌레 발생 가능성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음 

● 부가 생산자원

    - 온수 공급기능 : 냉각수 활용으로 약 50-60℃의 온수 생산

    - 탄화 부산물 재활용 가능 : 발열량 우수하고 가스 재활용 가능함

경기 일산서구 후곡태영

여주 소망교소도

   플라즈마를 이용한 건조탄화장치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봉지채 

   투입하여 98%이상  감량하는 장치이다. 

    -  자원 : 바이오가스 72㎥/일 생산 (음식물 600kg/일)

    - 온수 : 교도소 식당 공급(잉여 온수)

    - 퇴비 : 호기성 퇴비 생산후 교도소내 활용

건조탄화 혐기소화(스마트박스)

음식물

소화액

바이오가스

탈황설비

메탄발효조퇴비제조기

탈수기

연소기

가용화조

음식물저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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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 LH송림마을KICT실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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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단지 실증

구축목표

- 부패, 악취 발생 등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음식
물쓰레기 처리설비를 주거단지 내 설치하기 전
사전 실험을 통해 효과와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물규모의 시설을 구축

구축내용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 주방씽크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여 배관을 통해 1층 부의 전처
리 및 처리시설로 이송되는 전과정을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

- 분쇄기- 트랩-횡지관, 대용량 분쇄장치, 제어실, 
횡주관, 전처리시설로 구성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기술실시대상 기업을 초청하여 개발기술의 성
능을 홍보하여 사업화 가능성 제시

- 신규개발기술의 성능실험장으로 활용 및 홍보

구축목표

맞춤형 발효·소멸기술 단독주택 단지(동천 스마트타운) 실증('15.06)

맞춤형 발효·소멸기술 중규모 공동주택(LH 송림마을) 실증('15.11)

구축내용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부패, 악취 발생 등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를 주거

     단지 내 설치하기 전 사전 실험을 통해 효과와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물규모의 시설을 구축

* 세대수 32세대, 단독주택단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비가 설치된 리사이클링센터 1개소 건립

* 세대수 861세대, 국민임대단지, 음식물처리장비 5대가 설치된 각 리사이클링센터 5개소 건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 주방씽크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 

     배관을 통해 1층 부의 전처리 및 처리시설로 이송되는 전과정을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 

 - 대용량 분쇄장치-트랩-횡지관-횡주관-전처리시설-처리시설로 구성되고, 

     통합제어시스템으로 시설을 제어함

 - 기술실시대상 기업을 초청하여 개발기술의 성능을 홍보하여 사업화 

    가능성 제시

 -신규개발기술의 성능실험장으로 활용 및 홍보

<동천 스마트타운 리사이클링센터>

<LH수서단지 리사이클링센터>

<단지 내 텃밭 조성 및 입주민 대상 나눔활동 수행>

<음식물 자원화 바이오 시스템 사용 설명>

<입주민 설명회 (장치 사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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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 LH수서단지

안산 보네르빌리지

맞춤형 발효·소멸기술 대규모 공동주택(LH 수서단지) 실증('16.6)

맞춤형 발효·소멸기술 대규모 공동주택(LH 수서단지) 실증('16.6)

* 세대수 2,650세대, 영구임대단지, 음식물처리장비 11대가 설치된 각 리사이클링센터 11개소 건립

* 세대수 2,650세대, 영구임대단지, 음식물처리장비 11대가 설치된 각 리사이클링센터 11개소 건립

<LH수서단지 리사이클링센터>

<안산 보네르빌리지 단지 전경>

<자원순환형 생태환경 텃밭학교 활동>

<부산물(퇴비) 활용 입주민 커뮤니티 활동>

<LH수서단지 자원순환형 생태환경 텃밭학교 전경>

<[음식물 자원화 바이오 시스템_주방오물분쇄기-유량조절용 탱크-다단 고액분리 시스템-발효소멸장치>

경기후곡 태영아파트

<화면에 ID 카드터치 후 봉지 채 투입>

<세대별로 배포한 ID 카드와 안내문, 기기투입용 봉지> <악취측정 모습> <에코뱅크를 이용하는 주민>

<잔여 부산물 모습>

시범사업 주체

시범사업 개요

건조탄화기기(에코뱅크) 주요사양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원순환 주거단지 연구단 주체로 ㈜비츠로넥스텍(테크)와 공동 개발한 

     EcoBank에 대한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대상 : 후곡태영 17단지 7동과 8동(총 76세대)

 - 시범사업 기간 : 9월 1일 ~ 9월 30일

 - 시범사업 방법 : 아파트 외부공간(주차장 1면 크기)에 건조탄화기기를 설치하고, 거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배포한 봉지(2L, 3L)에 담아 직접 기기에 투여하는 방식

 - 운영방식 : 실증기간 중 소요되는 제반비용, 운영비 및 전기/수도 비용은 연구단 부담 

 - 일일처리량 : 80kg 이상(98%이상 감량)

 - 부산물 : 처리용량 대비 2% 이하의 무기물 부산물 발생

 - 냄새(악취) : 없음(자동세척, 음압, 파봉 없음), 자동 내부 물청소로 냄새 및 오염물 제거함

 - 처리음식물 : 모든 일반음식물(조개껍질 및 생선뼈, 작은 동물뼈 포함)

 - 주요기능 : 봉지상태로 투입, 2개 투입구 운영

 - 관리기능 : RFID 카드로 인식하고 투입-무게 확인. 자동문. CCTV 녹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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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소망교도소

<현장 적용>

<미생물 Seeding>

<준공식>

<운영 프로그램>

<실증시설 시찰>

<전문가 현장 점검>

단지개요

연구 성과물

● 단 지 명 : 여주 소망교도소 (국내 최초 민간 교도소, 운영자 : 아가페재단 )

● 단지위치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16-1

● 시설규모 : 인원 : 약 540명(수용인원 400명)

● 적용기술 : 스마트박스기술 

● 음식물 발생량 : 약 0.6톤/일 (위탁처리중)

● 기타사항: 직원 숙소 24가구 거주중이며  교도소 내 텃밭 4개소를 운영 

 ● 실증시설 준공 및 운영

 ● 특허출원 1건, 인력 1인 채용, 기술홍보 3건, 

    - 특허 출원 : 유기성 폐기물 소화액의 공인기관 성능검사 결과 : 성능 부문 연구 목표 달성

    - 음식물 1톤당 바이오가스 120 ⇒ 138.5N㎥생산, CH4 함량 60 ⇒  62.6%

     - 악취 , 소음/진동 검사 : 주거지역 기준치 이하 확인

 ● 기술실시계약 2건, 매출액 13.8억원, 퇴비활용처 2개소 발굴

 ● 추가성과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장치 및 그 방법

       (출원번호 10-2017-0151203호)

대전 도안, 서울 공릉 행복주택

LH본사, 토지주택연구원, 해군 교육사령부, 광일고등학교, 홍콩 City Univ.

대전 도안 20BL

서울 공릉

● 대전도안 20BL 행복주택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842

● 182세대(행복주택)

● 자동회수-발효·소멸(고속퇴비화)시스템

● 서울 공릉 행복주택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428-7

● 100세대(행복주택)

● 자동회수-발효·소멸(고속퇴비화)시스템

<대전 도안 20BL 위치도>

<서울 공릉 위치도>

<대전 도안 20BL 조감도>

<서울 공릉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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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실증센터 구축

정부 정책 반영

운영관리 방안

Part Ⅰ. 전체 연구내용 • 운영관리방안

 사업화 기반구축

 연구성과 극대화
▶ “음식물쓰레기 없는 주거단지(자원순환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확대하기 위해 국내 관련
      정책제도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국토부 - 국계법, 주택법),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 자원순환 주거단지 확산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자원순환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설계 및 유지관리 정부행정간행물 등록 
      (정부간행물등록번호: 11-1613000-002011-01)

▶ 연구성과 종합 시뮬레이터
▶ 분쇄기-관망-전처리-처리장치 연계 
       처리장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 복합처리순환시스템의 설계 간소화, 성능확보
▶ 통합 운전 및 제어시스템 : 통합적 기술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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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기대효과

사회적 기대효과

 기대효과

▶자족형 자원순환 주거단지 구현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및 실증적용을 통한 검증완료

▶기존 요소기술들을 패키지화하여 통합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 제시

▶실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중심의 실증을 통해  안전성, 실효성 검증

▶악취, 소음, 진동 등 기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의 문제점 해결

▶국가적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의 효과적 해결 (해양투기 금지, 매립지 용량 

제약, 주민불편과 민원, 처리비용증대 등)  

▶폐자원·에너지 순환에 대한 주민 역량 강화

▶도시농장, 마을텃밭 등을 활용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형·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도시농업활동을 통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약 91% 절감 

    (37만원/톤→3만원/톤)

  초기 건설비용 (3.3억원→2.5억원)

  연간 석유사용량 (1,839 TEO/년→487TEO/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367,743원→33,278원)

  입주자부담 관리비(월1,550원→월902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시장 확대를 통한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강소기업 육성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세계 폐기물 

자원순환   시장진출 기반 마련 

▶신흥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점유율 확대 

(21%→ 28%)

운영관리 방안

Part Ⅰ. 전체 연구내용 • 운영관리방안

자원순환 주거단지 조성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주관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후 보완을 거쳐 정부지침으로 발간
▶ 연구성과를 정책화하여 국토교통부 명의로 지자체 배포

성과홍보 통한 기술확산 도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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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핵심적용 기술 및 주거단지 모델 개발

02. 자족형 자원순환 주거단지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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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 음식물 폐기물 분쇄 및 이송관리 시스템 

1-C. 음식물 쓰레기 발효소멸장치

1-D. 비료의 숙성 및 저장장치

1-G. 유기성 폐기물 혐기성 소화장치 

1-I.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1-J. 탄화시설 구축 및 실험분석 

1-K. 자원순환 주거단지 모델 수립

Part Ⅱ.  3차년도 성과

핵심 적용 기술 및 주거단지 모델 개발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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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핵심 적용 기술 및 주거단지 모델 개발

음식물 폐기물 분쇄 및 이송관리 시스템

1-B

● 음식물류 폐기물 분쇄기 개발 

●종합 관망 시뮬레이터 개선 및 관망 유지개선을 위한 관망형상 최적설계

● 음식물류폐기물 분쇄기 개발

- 분당회전수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분쇄 성능 특성 분석

● 종합 관망 시뮬레이터 개선 및 관망 유지개선을 위한 관망형상 최적설계

- 종합적인 관망 평가를 위한 관망 시뮬레이터 개선 

- 관 막힘방지를 위한 신형상 배관(수동적 관리방안) 최적설계

● 특허등록 1건

- 등록: 음식물 처리기 및 그의 동작 방법 (등록번호: 10-1732883, 등록일: 2017.04..27)

● 논문 2건 학술발표 4건

- SCIE:  Seok-Yun Jeon, Chul-Kyu Kim, Sang-Moon Lee, Joon-Yong Yoon and Choon-Man Jang,  2017, 

“Performance Enhancement of a Pump Impeller Using Optimal Design Method,” 

    Journal of Thermal Science. Vol. 26(2), pp. 119-124.

- 국내등재: 장춘만, 이상문, 김철규, 박세준, 유종찬, 2017, “디스포저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횡지관 유동성 평가,”

    Vol. 20(1), pp. 53-58.

- 학술발표: Sang-Moon Lee and Choon-Man Jang, 2017, Shape optimization of the Horizontal Branch 

   Pipe Connected to a Food Waste Disposer, Total Food 2017, Norwich. 외 3건

● 음식물류폐기물 분쇄기의 성능변수 도출을 통한 분쇄기 시제품 도출

●관망 막힘방지를 위한 수동적 관리방안 도출로 인한 관망시스템 안정성 증대

장춘만  연구위원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결과

성과물

기대효과

<음식물류폐기물  분쇄기 제작  (칼날형 및 해머형>

<신형상 배관 설계 제작> <신형상 배관 성능평가> <신형상 배관 최적설계>

<시제품 시료 투입구>

<직접 접촉식 응축기>

<유량별 응축효율 비교>

<일일 음식물 제거 효율>

<시제품 내부>

<분당회전수에 따른 입도분석> <최종 시제품 도출>

01. 핵심 적용 기술 및 주거단지 모델 개발

음식물 쓰레기 발효소멸 장치 

1-C

● 발효소멸 처리장치 시제품 연속운전

● 장치 보완 및 성능 검증

● 설계 및 운전매뉴얼 작성  

● 발효숙성 장치 업그레이드 시제품 연속운전

-  발효조와 숙성조의 기능을 교대로 운전하여 검증

-  최초 운전시(발효조) 외부 열원 추가 없이 약 3일 후 운전 온도 50℃ 도달

-  운전 온도 도달 후 최소 공기량 주입으로 내부 온도 유지 가능 확인

-  음식물 쓰레기 간헐적 주입 시 반응 열량 부족으로 공급 공기량 조절 필요

 - 생산된 퇴비의 안정성 및 숙성도 퇴비 기준 만족

● 직접 접촉식 응축기 성능 검증 

    - 발효/숙성 조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악취가스를 직접 접촉식 응축을 통해 냉각 및 악취 처리

- 발효조에서 배출되는 50℃의 공기는 응축기를 통해 약 20℃까지 냉각됨

- 배출되는 악취 분석 결과 충분한 냉각수 교체 시 95%이상 제거율 유지 가능

● SCIE 논문 2건

- Recycling Possibility of the Salty Food Waste by Pyrolysis and Water Scrubbing / Energies, 10, 210

- Pyrolysis Characteristics and Kinetics of Food Wastes / Energies, 10, 1191

● 학술발표 2건 

     - A study on pyrolysis characteristic of salty food waste for recycling, ICRED 2017, 9/27 

     - Vertical Direct Contact Condenser for composting facility in residential complex, ICRED 2017, 9/27 

 ● 매뉴얼 1건  

     - 발효 및 숙성 장치 테크니컬 매뉴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11 

● 이송장치의 제거와 교대식 공기 공급 장치로 장치 컴팩트화 

● 응축, 악취제거 및 열교환 통합 처리로 추가 처리 시설 불필요.

● 압력 강하 예측을 통한 공기 순환 시스템으로 에너지 절감.

유영석  연구위원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결과

성과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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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숙성 및 저장 장치  

1-D

● 비료의 숙성 및 저장 장치 시제품 제작    

● 장치 보완 및 성능 검증

● 설계 및 운전 매뉴얼 작성

● 숙성 저장 장치 제작

- 기존 실증단지에서 숙성이 완료되지 않고 배출된 퇴비에 대한 완전숙성 및 안정화 기능 

- 계절별 수요 변동에 따른 저장 및 배출 필요 

- 숙성 반응을 위한 공기 공급 및 퇴비 배출, 포장 기능 설치

● 숙성 저장 장치 운전 

- 미완숙 퇴비의 투입 후 공기 및 수분 공급 실시 

- 수분 및 공기공급 후 성상 분석 결과 부숙도 증가 

- 반응조 최하단부 배출을 통해 불완전퇴비는 저장, 완숙 퇴비는 배출 가능

● 장치 보완 사항

- 미완숙퇴비 투입 시 수분공급을 위한 자동 물 공급 장치 필요 

- 초기 퇴비 투입 시 날림 및 악취 확산 방지 필요

● 계절별 퇴비 발생 수요에 따른 대처 가능 

● 기존 장치에서 덜 분해된 유기물 및 악취물질의 안정적인 제거

● 염분 제거 및 숙성으로 퇴비의 품질향상

유영석  연구위원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결과

성과물

기대효과

01. 핵심 적용 기술 및 주거단지 모델 개발

유기성 폐기물 혐기성 소화장치

1-G

● 주거단지 내 혐기성 소화 장치의 실증화를 위한 운전 및 유지관리의 최적화

● 고형물체류시간 (SRT) 증가에 의한 메탄가스 발생 효율 개선

● 혐기성 소화 장치의 장기 운전 및 모니터링 기반 매뉴얼 제작 

     : 설계 및 운전 매뉴얼

● SCIE 논문 및 특허 작성 중

● 인력양성 2건

● 설계 및 운전 매뉴얼 제작 (원문 별첨)

● SRT 증가를 위한 막 분리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의 가능성을 향상

● 혐기성 소화 장치의 설계 및 운전 매뉴얼을 통한 노하우 전수

서규태  수석연구원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결과

성과물

기대효과

검사기준 미완숙퇴비 완숙퇴비

질소(%) 3.53 2.42

유기물(%) 30이상 75.46 79.23

C/N비 45이하 21.37 32.68

수분(%) 55이하 14.41 11.11

수은(mg/kg) 2이하 0.018 0.037

비소(mg/kg) 35이하 1.49 0.079

카드뮴(mg/kg) 3이하 불검출 불검출

납(mg/kg) 130이하 2.04 3.68

구리(mg/kg) 360이하 33.11 15.48

니켈(mg/kg) 45이하 71.34 4.05

아연(mg/kg) 900이하 42.56 74.52

크롬(mg/kg) 200이하 171.07 23.84

부숙도(솔비타) 4 이상 7 8

<비료 숙성 저장 장치 시제품>

<시제품 설계 도면>

<시제품 장치 외관>

<시제품 내부>

<배출 및 포장장치>

<퇴비 숙성에 따른 물질변화>

● 시작품 제작 1건 : 비료 숙성 저장 장치 시제품

● 국내 논문 발표 2건 (대한환경공학회 2건)

- 음식물쓰레기의 열분해 및 Kinetic 특성 

- 직접 접촉식 응축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장치 내 악취제거 및 응축 가능성

● 특허등록 1건 : 음식물 쓰레기의 염분 제거 시스템 및 그의 동작 방법(제 10-2016-0037055 호)

막 분리 적용가능성 검토 막 분리 적용가능성 검토

설계 및 운전 매뉴얼 제작

● 다양한 막의 분리 성능평가 및 flux 변화 관찰
● 선속도를 적용한 stirred cell 실험 및 flux 비교 

     : 100 kDa > 7 ㎛ > 0.025 ㎛
● 100 kDa의 막을 사용하여 선속도 1.57 m/s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

● 운전 일지를 통한 daily check
● Troubleshooting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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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건조장치  

1-I

●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디스포저+배관 이송후 고액분리장치로 회수된 고형물을 건

조하여 자원화 화는 실증시설에 적용

● 악취기준 만족,  기존대비 30%이하 전력소비 위한 시제품 성능개선  

● 특허등록 2건 

- 특허 1 :  음식물다중처리장치 (등록번호: 10-1751489, 등록일자: 2017.6.21)

- 특허 2 :  음식물쓰레기 다중처리장치(등록번호 : 10-1755009호, 등록일자 2017.6.30)

- 운전매뉴얼 1건 

● 음식물 감량화 및 자원화에 기여함

● 탈수고형물 자동회수시스템 적용 대규모 단지에 최적화된 저에너지 건조시스템 역할 기대  

유영석  연구위원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결과

성과물

기대효과

● 연속식 챔버형 가열건조시스템 시작품을 개선한 시제품의 성능 개선 

: 고액분리기 등 배수 전처리시설과 연계시스템으로 구축 최적화  

01. 핵심 적용 기술 및 주거단지 모델 개발

탄화시설 구축 및 실험분석 

1-J
조영화  부장

● 플라즈마 탄화설비의 제품용 구성품 설계 및 제작

● 시작품을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의 탄화 실험 및 성능개선연구목표

● 출원 1 건 

-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음식쓰레기 처리장치 및 방법 (출원번호: 10-2016-0121285)

● 특허등록 1 건  
  -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음식쓰레기 처리장치 및 방법 (등록번호: 제10-1718008호)

● 설계안 1 건, 시제품 2 건: 자동화시스템설계, 계량기 시제품, 방지설비 시제품
 

● 시범화 사업 1건: 일산 후곡마을 태영 아파트 76세대 대상 1개월

성과물

● 본 연구를 통해 패키지화된 최적설비를 제품화

● 유기성 폐기물을 발생지역에서 자체적 처리로 수집/운반 처리에 따른 오염물 발생 및 폐수, 악취 등 2차 오염물질 

저감 효과

● 재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성질 변화된 탄화물 형태로의 처리로 고품질의 부산물 재활용 가능성 기대 효과

기대효과

 

 ● 자동연속투입식   : 기존 1회투입 배치식 대비 규모제약없음 

 ● 저에너지 실현     : 30kg 탈수고형물 건조시 시간당 11kW (기존 업체 약 20kwh)

 ● 적정 건조효율 조절 용이 
    : 85 - 95% 효율 범위 :기존업체 건조율 증가시 건조시간 증대(저온 12시간, 고온 4시간)

건조기 상용시제품 성능 개선  및 운전매뉴얼 작성  

연구내용
및 결과

●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 설계

- 플라즈마를 이용한 건조탄화장치의 자동화 시스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 반입량에 따른 계량방안 및 과금체계 확립

- 제품화를 위한 계량방안 및 과금체계를 위한 정보제공 방법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최적의 방지시설 설계 및 시스템 운전

- 건조탄화장치의 방지시설 설계 및 연속운전 가능한 시험

● 시제품 완성 및 시범화 사업

- 주거단지 적용을 통한 상용화 가능성 시험운전

· 자동화 시스템 제작

· RFID 및 투입 계량(저울) 시스템 개발
· 설계 및 제작
· 시운전을 통한 시제품화

· 방지시설 설계, 제작 및 시스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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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주거단지 모델 수립 

1-K

● 자원순환 주거단지 조성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

● 자원순환 주거단지 조성 관련 개선방향 마련 (보고서 1, 개선안 4건) 

- 국계법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가 

- 주택법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내용 연계 

- 폐기물관리법 :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시설 1일 재활용 능력 100kg 미만, 이상 예외적 허용기준 마련 

- 하수도법  :  고형물 회수율 배출율 개정  

● 자원순환 주거단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설계/시공/운영/관리 가이드라인 작성 

- 자원순환 주거단지의 개요, 계획, 요소계획, 부산물 활용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활용 기술  정리

- 전문가 평가를 통한 주거단지 적용 가능성 검증

● 자원순환 주거단지  조성 확대를 위한 우리나라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1 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정책협의  및 검토 후 가이드북 발간 1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 11-1613000-002011-01)

● 자원순환 주거단지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적용기술의 활성화와 보급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뒷

 받침 되어야 함 자원순환 주거단지 조성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적용 부문을 고려하여 법제도 개선안 마련

● 자원순환 주거단지 관련 기준 및 지침을 제시하여 제도개선안 마련 근거자료로 활용. 심화로 전문가

     (건축가, 설계가)를 위한 설명서, 이용자 및 관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하여 자원순환 주거단지 조성을 

     활성화를 도모

김현수  선임연구위원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결과

성과물

기대효과

01. 핵심 적용 기술 및 주거단지 모델 개발

자원순환 주거단지 모델 수립

1-K

● 자원순환 주거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건조탄화기기 주거단지 내 단기 실증 수행(2017.9.1-2017.9.30)

● 주거단지 내 시범사업 후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

● 부패, 악취 발생 등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설비를 연구원 내 통합실증센터에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시스템의 효과와 성능을 검증함

● 대용량 분쇄장치-트랩-횡지관-횡주관-전처리시설-처리시설로 구성되고, 통합제어시스템으로 시설을 제어함

● 시범사업 2건 : 통합실증센터 , 후곡태영 17단지 건조탄화기기 시범사업

●  국내학술발표 1건 : 자원순환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건조탄화기기 시범사업  - 발생지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주민 의식변화 관찰

● 기술홍보 1건 : YTN 사이언스 “음식물쓰레기 태워서 에너지로 쓴다”(2017.08.14방영) 

● 국내외 단기 연구지원 1건 : 베트남 건설/환경 분야 공무원 15인 대상(2017.12.18-22)

● 자원순환 주거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술을 상시 실증할 수 있는 통합실증센터를 구축하여 성과의 빠른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음

● 주거단지 내 건조탄화기기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을 인지시키고, 

     건조탄화기기 성과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음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결과

성과물

기대효과

김현수  선임연구위원

● 자원순환 주거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통합기술 시연현장 조성



02
2-A. 자동회수 발효소멸 시스템을 이용한 친환경 여가형 공공단지 실증 

2-B. 기존 주거단지의 자원순환 재생모델

2-C. 맞춤형 음식물류 폐기물 고속 발효소멸 시스템

2-D. 특수복합지구 실증

2-F. 자원순환 주거단지 커뮤니티(공동체 실증)

2-H. 자원순환 주거단지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2-I. 자원순환 실증 시스템 운영/관리 및 제어 기술

Part Ⅱ.  4차년도 성과

자족형 자원순환 주거단지 실증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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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폐기물 수거이송 불편해소를 위한 자동회수-발효·소멸(고속 퇴비화)시스템의 최적설계(배관, 주방오물분쇄기, 

     고액분리, 발효·소멸장치 등)로 현장 실증

● 국외논문(SCI급) 2건 

  - Releasing characteristics and fate of heavy metals from phytoremediation crop residues 

     during anaerobic digestion. 

  - Exploring a zero food waste system for sustainable residential buildings in urban areas

● 현장적용 1건: 친환경.여가형 실증단지(안산 보네르빌리지) 현장 시공 및 운영 모니터링

● 설계기준 지침(가이드라인) 2건, 인력양성 1건, 기술실시계약 4건

● 사회적 효과: 기존의 음식폐기물 분리배출 시스템을 대체하여 시민의 편의성 확보

● 경제적 효과: 이물질, 염분 저감으로 자원화 시 운영비용 저감

● 환경적 효과: 음식폐기물의 저장·운반 시 위생적인 면 개선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결과

성과물

기대효과

오정익 수석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김재영 교수  (서울대학교), 임승빈 원장((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02. 자족형 자원순환 주거단지 실증연구

자동회수 발효소멸 시스템을 이용한 친환경 여가형 공공단지 실증

2-A

● 용인동천스마트타운(32세대), LH송림마을(861세대), LH수서단지(2,650세대)에  맞춤형 발효소멸시스템을 

     적용하여 자원순환 주거단지 실증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결과

02. 자족형 자원순환 주거단지 실증연구

기존 주거단지의 자원순환 재생모델

2-B
오정익 수석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정환도 책임연구위원(대전발전연구원)

● 국외논문(SCI급) 1건 

  - Strategic CO2 utilization for shifting carbon distribution from pyrolytic oil to syngas in pyrolysis of 

     food waste

● 기술사업효과(매출액 등) : 6.5억

● 사회적 효과: 음식폐기물 제로화 주거단지 실현에 따른 쾌적한 단지 조성

● 경제적 효과: 음식폐기물 처리비용, 입주민 부담 경감에 따른 사업효율성 제고

● 환경적 효과: 음식폐기물 저장 운반에 따른 님비현상 해소

성과물

기대효과

<안산 보네르빌리지 단지 전경도>

<자동회수-발효·소멸시스템 기계실 내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 유량조절용 탱크>

<다단 고액분리기 & 발효·소멸 장치>

<지하 횡주관 배관 신설>

<자동회수-발효·소멸시스템 기계실>

<자족형 자원순환 주거단지 실증단지 개요>

<커뮤니티 활동 및 교육 지원> <나눔 활동 및 발효·소멸장치 최적화> <자원순환형 생태환경 텃밭학교 활동>

<동천 스마트타운  음식폐기물  발생량><LH수서단지 음식폐기물 발생량>

투입량
(kg)

일평균
(kg)

세대당일평균(kg)

1월 61.1 6.1 0.19

2월 373.3 13.3 0.42

3월 306.0 9.9 0.31

4월 381.4 12.7 0.40

5월 366.6 11.8 0.37

6월 395.0 13.2 0.41

7월 217.5 10.9 0.34

8월 329.2 16.5 0.51

9월 69.6 9.9 0.31

10월 429.7 12.3 0.39

평균 292.94 11.66 0.36

총계 2929.4

투입량
(kg)

일평균
(kg)

세대당일평균(kg)

1월 2,732 88.1 0.03

2월 2,040 72.9 0.03

3월 3,235 104.4 0.04

4월 3,560 188.7 0.04

5월 3,557 114.8 0.04

6월 1,883 61.1 0.02

7월 1,509 48.7 0.02

8월 1,059 34.1 0.01

9월 617 20.6 0.01

10월 176 5.68 0

평균 2,032 66.8 0.03

총계 22,355

[자원순환형생태환경텃밭학교활동][커뮤니티활동및교육지원] [나눔활동및발효·소멸장치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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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세대별 음식폐기물 투입량 모니터링 가능한 통신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음식폐기물 발효소멸장치 및 기반시스템 만족도 94% 이상 달성

● 특허출원 3건

  - 사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자동 처리장치 

  - 음식물쓰레기 무게에 대응되는 양의 바이오칩이 자동으로 공급되어지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 

  - ID카드를 이용한 사용자 확인 및 음식물쓰레기 총량에 따른 요금 부과가 가능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                     

● 설계안 2건: 대전 도안 및 서울 공릉 행복주택 옥내배관 및 지하 횡주관 설계안

● 사회적 효과: 음식폐기물 제로화 기술의 업그레이드 및 기술 선도

● 경제적 효과: 저비용, 친환경 기술의 융복합에 따른 원가절감

● 환경적 효과: 음식폐기물의 저장 및 운반 시 쾌적성 확보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결과

성과물

기대효과

오정익 수석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02. 자족형 자원순환 주거단지 실증연구

맞춤형 음식물류 폐기물 고속 발효·소멸 시스템

2-C

● 특수·복합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혐기소화하여 부산물로 온수 및 퇴비를 생산하는 시스템 구축

● 음식물 1톤당 바이오가스 120㎥ 생산, 주거지역에 준하는 생활환경기준 만족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결과

02. 자족형 자원순환 주거단지 실증연구

특수 · 복합지구형 실증

2-D
이경태 연구소장  (코오롱환경서비스㈜)

● 실증시설 준공 및 운영

● 공인기관 성능검사 결과 : 성능 부문 연구 목표 달성

   - 음식물 1톤당 바이오가스 120 ⇒ 138.5N㎥생산, CH4 함량 60 ⇒  62.6%

   - 악취 , 소음/진동 검사 : 주거지역 기준치 이하

● 기술실시계약 2건, 매출액 13억원, 퇴비활용처 2개소 발굴

● 추가성과 : 특허출원 1건, 인력 1인 채용, 기술홍보 3건, 

    - 특허 출원 : 유기성 폐기물 소화액의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장치 및 그 방법(출원번호 10-2017-0151203호)

● 국내 최초 교정시설 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스템 구축

● 부산물(온수, 퇴비) 전량 재활용으로 자원재순환 체계 완성 

● 텃밭 활용 활성화를 통한 교화프로그램 강화

성과물

기대효과

• 통신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음식폐기물 발효·소멸장치 및 기반시스템 만족도 달성

• 스마트박스기술 준공 • 공인기관 성능검사

• 퇴비활용처 • 기술실시계약• 시설물 준공(여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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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을 통해 생산된 음식폐기물 부산물(퇴비)을 활용하여 주거단지 내에서 도시농업 등에 연계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로 주민 자족형 커뮤니티 구축· 운영  확립

● 친환경 여가형 자원순환 주거단지 (용인 동천스마트타운)

     도시농업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및 맞춤형 텃밭에서 도시농업 성과 달성 및 도시농업리더 양성

● 특수 복합형 자원순환 주거단지(소망교도소)

     특수한 공동체의 커뮤니티 교육을 통하여 공동 옥상 텃밭에 블루베리 재배를 통한  

     커뮤니티 활동 성과 달성

● 매뉴얼 1건과 도시농업리더 지정

     - 친환경 여가형 자원순환 주거단지형 용인 동천스마트타운 텃밭도시농업 매뉴얼 

     - 친환경 여가형 주거단지에서의 도시농업 리더 선정 

● 공동체 주거단지에서 도시농업 활성화로 주민들간 커뮤니티 형성

● 음식폐기물의 자원순환으로 Recyle Roll Model의 대표로 자리 매김

● 음식폐기물 자원순환 부산물를 이용한 도시농업 인근 지역 확산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결과

성과물

기대효과

양병근  연구소장  (㈜흙살림)

02. 자족형 자원순환 주거단지 실증연구

자원순환 주거단지 커뮤니티(공동체실증)

2-F 

● 단지 내 자원순환 기술 적용시의 기대효과 제시

● 시장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결과

02. 자족형 자원순환 주거단지 실증연구

자원순환 주거단지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2-H 
이경희 연구소장  (㈜도명이엔씨)

●  SCIE(e) 1 / 해외학술발표 1/ 국내 학술발표 2 / 매뉴얼 1

● 주민복지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맞춤형 전략 제시

● 자원순환 기술이 확대보급을 위한 지자체의 참여 근거 마련

성과물

기대효과

친환경∙
여가형
주거단지
커뮤니티
활동 친환경∙여가형

주거단지
맞춤형텃밭도

시농업

특수∙복합형주거
단지

커뮤니티교육 특수∙복합형주거단지
커뮤니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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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 실증 시스템 적정 운영/관리를 위한 제어기술

●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운영/관리 기술

● Fuzzy logic 기반의 제어시스템

● Fuzzy logic 기반의 스마트 박스 제어 시스템

● 학술 성과: SCI급 논문 1건; 학술발표 1건

● 자원순환 실증 시스템(스마트 박스)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자원순환 실증 시스템(스마트 박스)의 안정적인 자원순환 체계 구축

● 안정적 운영/관리를 통한 유용자원 활용 등 경제적 이익 창출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결과

성과물

기대효과

이채영 교수 (수원대학교)

02. 자족형 자원순환 주거단지 실증연구

자원순환 실증 시스템 적정 운영/관리

2-I



03
Part Ⅱ.  4차년도 성과

4차년도 주요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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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 추진경과 연구단 추진경과

연구단 운영 연구단 운영

2014.05.14 연구단 과제 공고

2014.08.04 실증단지 3곳 선정 및 주민협의 완료

2014.09.21 연구단 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2015.03.28 경기도 용인시 동천 리사이클링센터 착공

2015.04.01 2차년도 협약 체결

2015.06.13 경기도 용인시 동천 리사이틀링센터 개소

2015.06.17 국토부, 건설연, LH, 용인시, 유성구 MOU 체결

2015.06.24~26 국토교통기술대전 참가 및 홍보

2015.07.16~17 2차년도 연구단 전체 총괄 워크숍

2015.09.02 환경자원순환 스마트 기술 국제 워크숍 기술 홍보

2015.10.28~29 대한환경공학회 특별세선 연구단 워크숍 개최

2015.11.12 대전시 유성구 송림단지 리사이클링센터 완공

2016.02.02 연구단 자체평가회의

2016.03.29~30 연구단 전체 워크숍 개최(영종도)

2016.04.01 3차년도 협약체결

2016.04.21 음식물쓰레기 R&D 1차 실무협의회

2016.05.25~27 국토교통기술대전 참가 및 홍보

2016.05.25 음식물쓰레기 R&D 실무협의회 공동세미나

2016.06.15 특수복합지구형 실증(스마트박스기술) 착공식

2016.06.24 대한환경공학회 전문가그룹 학술대회 (LH주최)

2016.06.28 LH 수서단지 자족형 주거단지 개소

2016.07.12~25

성과간담회
7/12 도명이엔씨
7/13 코오롱환경서비스
7/18 비츠로테크
7/19 흙살림
7/25 창원대학교

2016.08.09
성과확산 전략회의 1차
(①가이드라인/ ②정보시스템/ ③사업타당성분석프로그램)

2016.08.23~24
현장실태조사
8/23 흙살림
8/24 코오롱환경서비스/도명이엔씨

2016.09.01 법제도정책 개선안 마련 자문회의

2016.09.02 성과확산 전략회의 2차

2016.09.27~29 자원순환 산업대전 참가 및 세션

2016.11.11 자원순환주거단지 현장견학및 환경부 인허가 자문회의

2016.11.15 연구단 실용화전략세미나

2016.12.13 연구단 자체평가회의

2017.03.07. 1세부 1차 워크샵 (4차년도 세부 연구협력방안 논의)

2017.03.09. 2세부 1차 워크샵 (4차년도 세부 연구협력방안 논의)

2017.03.29. 연구단 전체 1차 워크샵 (연구성과 확산 및 국토교통기술대전 준비)

2017.04.27-29.
대한건축학회 건축도시대회 산업전시 부문 참가 및 홍보 : 연구단 패키지 기술
홍보 및 건조탄화기기 기술 홍보 수행

2017.05.18 다부처과제 협의회(환경부 주관) 참석

2017.05.24-26.
국토교통기술대전 참가 및 홍보: 발효소멸, 혐기소화, 도시농업, 탄화, 전처리
기술 등 연구단 패키지 기술 홍보

2017.06.15.
경기도 여주시 여주소망교도소 내 코오롱 혐기소화기술(스마트박스) 설비 착
공식

2017.06.15. 연구단 전체 2차 워크샵 (성과달성 독려 및 사업화모델 구축 논의)

2017.06.16-18. AIIB연차총회 참가 및 홍보 : 연구단 패키지 기술홍보

2017.06.28.
서울시 강남구 LH수서단지 개소식: 발표소멸장비 11대 설치 및 ‘자원순환형
생태환경 텃밭학교’ 운영 중

2017.07.25. 2세부 2차 워크샵 (연구성과 점검 및 실용화 방안 논의)

2017.07.25.-09.15.
개발기술 중심의 연구단 자문회의 겸 성과간담회를 실시하여 성과물 확인 및
자체점검회의 기초자료 작성

2017.08.14. YTN 사이언스 플러스 : 건조탄화기기 개발 홍보

2017.08.30. 2세부 3차 워크샵 (전문가 자문위원 평가)

2017.09.06.-08.
국제자원순환산업전 기술 홍보: 발효소멸 기술, 고액분리 전처리 기술 전시 및
홍보

2017.09.15. 1세부 2차 워크샵 (연구성과 점검 및 전문가 자문위원 평가)

(2017.10.25-27.
홍콩국제환경박람회 산업전시 참가 및 홍보 : 연구단 패키지 기술 홍보 및 발
효소멸기기, 건조탄화기기 기술 홍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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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예산집행4차년도 연구단 추진경과

1세부 예산집행 실적

2세부 예산집행 실적

4차년도 전체 예산 집행율 79% (기준일대비)

워크숍, 간담회 개최 등으로 90%이상 집행예상 

4차년도 계획금액(현금부분)

단위: 천원

기준일자: 2017.11.20

단위: 천원

기준일자: 2017.11.20

1,057,715 
25%

2,075,852 
48%

374,428 9%

126,590 3%

194,135 4%

472,000 11%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금액 계획금액 사용액 집행율 비고

직접비 1,111,200 1,038,505 93%

인건비 434,000 434,000 100%

연구장비재료비 286,600 240,000 84% 현금

연구활동비 132,800 106,229 80%

연구과제추진비 21,000 21,476 102%

연구수당 86,800 86,800 100% 중간평가 이후 집행

위탁연구개발비 150,000 150,000 100% 위탁기관 지급완료

간접비 188,800 188,800 100% 기관사용

계 1,300,000 1,227,305 94%

금액 계획금액 사용액 집행율 비고

직접비 3,189,520 1,963,115 62%

인건비 623,715 536,670 86%

연구장비재료비 1,789,252 713,221 40% 현금

연구활동비 241,628 200,710 83%

연구과제추진비 105,590 83,179 79%

연구수당 107,335 107,335 100% 중간평가 이후 집행

위탁연구개발비 322,000 322,000 100% 위탁기관 지급완료

간접비 54,830 30,327 55% 기관사용

계 3,244,350 1,993,442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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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zero-wast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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