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cision Support for design and 

optimal operation of small biogas 

digesters 

 

Jin Mi Triolo 

jmt@kbm.sdu.dk 

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27 July 2016 

mailto:jmt@kbm.sdu.dk


바이오가스  (methane) 

 하수관 맨홀에서 올라오는 메탄 가스  

 축산 폐수에서 방출되는 메탄 가스  

 매립장에서 발생 되는 메탄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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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이오가스 생산 = CO2 대표적 저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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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ipulating  the carbon pathway for energy production while 

avoiding the risk of GHG emissions 
 

Balanced carbon cycle                                      Unbalanced carbon cycle 
 

        

Biogas production pathway 



CO2 eq./kg VS 



바이오가스  =comprehensive solution 

 소화액 냄새 저감   ( 사회적 효과) 

 소화액의 병원균 사멸 ( 위생적 효과) 

 소화액의 유기물 저감 ( 환경적 효과) 

 소화액의 퇴비성분의 향상 ( 유기질소의 무기질소화, 

농업적인 효과 )   

 바이오가스 생산 (에너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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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잠재성 (BMP) 측정  

  

식종 혐기소화실험  바이오가스량 측정   



Quantitave evaluation – Quntification of gas 

 

 

Gas volume measured by liquid replacement            Gas volume measured by syringe  Gas pressure measured by small syringe 

Converting gas volume read off to 

dry gas volume in the normal state  



GC 를 이용하지 않은 메탄 농도 실험  (Wet chemistry CH4 measuring method)   

 

Fill acidified water (0.5M HCl) Open the valve and insert the bent outlet Insert the best outlet uder the  inverted 

cylinder and collect about 45ml gas 

Adjust  the liquid levels  

and record Volume(V1) 

Add 200ml of NaOH and gently swirl Adjust  the liquid levels again and  

record  rinal volume(V2) 

 



Thoretical BMP (TBMP)  

 

 

 

 

 

 

 

 Lipid (Fat) : highest methane yield 

 Carbohydrate : lowest methane yield 

 Great importance of composition of organic compounds  

 



Quiz 

 Discuss and rank the given biomass in the oder of higher BMP.  

 

 

 Pig fattening slurry 

 Cattle manure 

 Maize (corn) 

 Olive oil 

 News paper 

 Ground meat(20% fat) 

 

 

 



바이오가스 생성 과정 (3 steps)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아미노산 

단당류 

지방산 

 Volatile fatty 

acid 

 CO2 and 

hydrogen 

 메탄 

이산화
탄소 

가수분해 산생성 메탄생성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  

 바이오에너지는 대표적으로 바이오 가스 이외에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을 포함 한다.  

 

 바이오디젤        기름 성분 원료 가능 예. 돼지 비계,  

          유채꽃 

 바이오에탄올         탄수화물이 주된 원료 예.  사탕수수, 

사탕무우, 옥수수, 볏짚 가능.  

 

 바이오가스         어떤 영양 성분도 바이오가스로 전화 

가능.  Waste 가능, 축산 폐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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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ass flexibility  



유기물질에 따른 바이오가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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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형 바이오가스 다이제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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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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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형 바이오가스 다이제스터 



젖소 한마리로 부터  일일바이오가스량 

 1m3 바이오가스 ≈ 가스 램프 8 시간 

 

 5인 가족 바이오가스 필요량 for cooking  = 3.4 m3   

 

 바이오가스 for small-holders with livestock producing 50 kg manure per day, an 

equivalent of about 6 pigs or 3 c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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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Biogas Production 

Technologies for Low Temperature using, 

Vietnam as an Example 

Developed: a new Vietnamese digester 

design 



Fotos about composite biogas dig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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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no bad materials  
– just wrong applications”  
 

 

 

 

 

                                                                                                                                D.W. van Krevelen 1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