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B09B 3/00 (2006.01)

     B07B 13/0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8월16일

10-0749830

2007년08월09일

(21) 출원번호 10-2006-0021202 (65) 공개번호

(22) 출원일자 2006년03월07일 (43) 공개일자

심사청구일자 2006년03월07일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방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56-1

(72) 발명자 김용남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101-1

(74) 대리인 전봉수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1992004083 A

KR1020020035362 A

KR200409728 Y1

KR100462815 B1

KR200195222 Y1

심사관 : 정기주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54)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처리장치

(57) 요약

건축폐기물의 파쇄 및 분류작업으로 토사와 석분과 골재를 분류 선별하여 재활용함으로써 과다한 채취작업으로 부족한 자

연사를 경제적으로 공급하면서 건축공사시 필요한 석분과 자갈의 수급을 양호하게 할 수 있는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처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처리장치는, 건축폐기물을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는 1차파쇄기(10) 및 2차파쇄기(40)와 철근

(22)를 분리하는 마그네틱회전롤(20)과, 소정크기의 폐기물을 분리 운반하는 1차분류기와(30)와 2차분류기(50) 및 3차분

류기(70), 각 공정별 건축폐기물은 운반하는 이송수단(12)(14)(16)(18)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시

에 발생하는 건축폐기물 중 콘크리트를 분쇄 및 선별과 재분쇄 및 재분류하여 양호한 토사와 석분 및 골재 등을 얻게 하고,

비중이 낮은 스티로품, 비닐, 종이 또는 목재 등의 이물질을 안전하게 분리수거하여 안전한 폐기를 이루게 하여 단시간에

걸쳐 건축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각종 건축재료를 폐건축물에서 얻어 재활용하므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관리 효과를

높이는 등 경제적인 사용을 이룰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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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선별분리하는 장치에 있어서,

건축폐기물을 이송수단으로 운반하여 투입하고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는 1차파쇄기(10)와;

상기 1차파쇄기(10) 전방에 설치되어 이송수단(12)을 통하여 운반된 건축폐기물 중 존재하는 철근(22)을 붙이고 뗐다 하

는 하나 이상의 마그네틱(24)이 일정간격 부착되며 소정궤도를 회동하는 마그네틱회전롤(20)과;

상기 철근(22)이 제거되고 이송수단(14)으로 운반된 건축폐기물을 수용하여 일정크기의 토사는 배출하고 비중이 낮은 이

물질을 흡입 집진하며 분류된 소정크기의 폐기물을 운반수단으로 보내는 1차 분류기(30)와;

상기 1차분류기(30)에서 토사가 분류된 건축폐기물을 투입하여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시키는 2차파쇄기(40)와;

상기 2차파쇄기(40)에서 이송수단(16)으로 운반된 건축폐기물을 수용하여 일정크기의 석분을 배출하고 비중이 낮은 이물

질을 흡입 집진하며 배출되지 못하는 소정크기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2차분류기(50)와;

상기 2차분류기(50)에서 이송수단(18)으로 운반된 석분이 분류된 건축폐기물을 수용하여 일정크기 이하의 재활용골재만

을 배출하고 비중이 낮은 이물질을 흡입 집진하여 배출되지 못한 소정크기 이상의 건축폐기물을 운반하는 3차분류기(70)

와;

상기 3차분류기(70)로부터 배출되지 못한 소정크기이상의 건축폐기물을 상기 2차파쇄기(40)로 운반하는 운반수단(60)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처리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2, 3차 분류기(30)(50)(70)는 건축폐기물을 주입하는 호퍼 하단에 경사지게 설치되어 회전을 하는 구동축(32)에

격자 배열되는 디스크플레이트(34)가 설치되고, 상기 디스크플레이트(34)의 상부에 설치되어 디스크플레이트(34)의 상부

로 분사되는 분사기(38)에 의해 부양하는 이물질을 흡입하는 집진기(36)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폐기물의 재활

용 처리장치.

청구항 3.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건축폐기물을 분쇄하여 원하는 크기의 토사 및 석분과 골재를 얻을 수 있는 재활용처리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

욱 상세하게는 건축폐기물의 파쇄 및 분류작업으로 토사와 석분과 골재를 분류 선별하여 재활용함으로써 과다한 채취작업

으로 부족한 자연사를 경제적으로 공급하면서 건축공사시 필요한 석분과 자갈의 수급을 양호하게 할 수 있는 건축폐기물

의 재활용 처리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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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노후된 주택이나 빌딩 등의 건축물을 해체 또는 철거할 경우 콘크리트와 골재나 철근 기타 금속재료, 자갈, 목

재, 종이, 유리 또는 스티로폼과 같은 플라스틱 등의 각종재료의 건축폐기물이 대량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건축폐기물은

특수폐기물로 분류되어 매립하게 되는데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처리장소가 한정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산

업폐기물처리를 하게 되고, 또한 고가의 매립비용이 소요되므로 인해 불법무단투기를 야기시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

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다.

또한 자원 재활용 면에서 볼 때 철근이라든가 자갈, 모래 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이 그대로 처리(매립) 됨으로써 막대한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와 같은 건축폐기물의 처리(매립) 및 재활용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는 건축폐기물에 섞인 각종 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설비가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건축폐기물의 재활용을 설비의 세부장치는 기술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상기 세부장

치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효과적인 재활용을 위한 처리공정을 마련치 못하여 재활용 처리비용이 상승하고, 각종 폐기

물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양질의 재활용품을 득 할 수 없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건축폐기물의 재활용을 기피하

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종래의 건축폐기물 재활용 설비의 처리공정은 공급호퍼에 건축폐기물을 투입할 시 발생하는 분진과 토분을 제거, 분

리하지 못하고, 습식에 의한 분진과 이물질 제거공정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부상되지 않은 이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하

며, 수개의 파쇄장치의 설치로 인한 시설비의 상승과 분진발생에 대한 처리공정이 부족하여 인근지역의 민원을 발생시키

며, 필요 이상의 장치의 투입과 합리적이지 못한 처리공정으로 인해 전력소모량과 설치면적이 과다해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종래의 건축폐기물 재활용 설비에 적용되는 이물질제거장치에 있어서는 블로워의 에어 분사력으로 비중이 낮은 이물

질을 제거하는 기술수단이 있으나 분사력이 약하거나 이물질이 폐기물에 함유된 상태로 이송되므로 고르게 분리수거를 할

수 없어 비중이 낮은 이물질제거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스크린 망을 통하여 소정의 모래를 분리하는 장치에서는 설비장치가 복잡하고 분리수거를 위한 작업공정이 불편하며

고가의 설비비용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폐기물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선 처리된 소정의 건축폐기물

을 파쇄시킨 후 비중이 낮은 스티로품, 비닐, 종이 또는 목재 등의 이물질을 안전하게 분리수거하면서 소정크기의 토사나

석분 및 재활용골재 등으로 분리 선별시킴으로써 천연의 강도가 양호한 자갈을 사용하고 모래 등을 재활용하여 경제적으

로 재사용할 수 있어 자연훼손을 예방하면서 건축공사시 양호한 모래와 자갈의 수급을 이루게 하는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처리장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선별분리하는 장치에 있어서, 건축폐기물을 이송

수단으로 운반하여 투입하고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는 1차파쇄기와, 상기 1차파쇄기 전방에 설치되어 이송수단을 통하

여 운반된 건축폐기물 중 존재하는 철근을 붙이고 뗐다 하는 하나 이상의 마그네틱이 일정간격 부착되며 소정궤도를 회동

하는 마그네틱회전롤과, 상기 철근이 제거되고 이송수단으로 운반된 건축폐기물을 수용하여 일정크기의 토사는 배출하고

비중이 낮은 이물질을 흡입 집진하며 분류된 소정크기의 폐기물을 운반수단으로 보내는 1차 분류기와, 상기 1차분류기에

서 토사가 분류된 건축폐기물을 투입하여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시키는 2차파쇄기와, 상기 2차파쇄기에서 이송수단으로

운반된 건축폐기물을 수용하여 일정크기의 석분을 배출하고 비중이 낮은 이물질을 흡입 집진하며 배출되지 못하는 소정크

기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2차분류기와, 상기 2차분류기에서 이송수단으로 운반된 석분이 분류된 건축폐기물을 수용하여

일정크기 이하의 재활용골재만을 배출하고 비중이 낮은 이물질을 흡입 집진하여 배출되지 못한 소정크기 이상의 건축폐기

물을 운반하는 3차분류기와, 상기 3차분류기로부터 배출되지 못한 소정크기이상의 건축폐기물을 상기 2차파쇄기로 운반

하는 운반수단을 포함하는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처리장치가 제공된다.

이러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의한 본 발명의 다른 기술은 상기 제1,2, 3차 분류기는 건축폐기물을 주입하는 호퍼 하단에

경사지게 설치되어 회전을 하는 구동축에 격자 배열되는 디스크플레이트가 설치되고, 상기 디스크플레이트의 상부에 설치

되어 디스크플레이트의 상부로 부양하는 이물질을 흡입하는 집진기로 이루어지는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처리장치가 제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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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기술은, 상기 1차파쇄기와 1차분류기 사이는 마그네틱회전롤이 없

이 선처리공정에서 철근을 제거한 건축폐기물을 1차파쇄기에서 파쇄하고 이송수단으로 1차분류기로 운반하는 건축폐기

물의 재활용 처리장치가 제공된다.

발명의 구성

이하,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재활용처리장치를 평면도로 나타내고,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마그네틱회전롤을 요부 측면도로 나

타내고,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이물질처리장치를 측면도로 나타내고 있다.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선별분리하는 장치는 건축폐기물을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는 1차파쇄기(10) 및 2차파쇄기(40)와 철근(22)를 분리하는 마그네틱회전롤(20)과, 소정크기의 폐기물을 분리 운

반하는 1차분류기와(30)와 2차분류기(50) 및 3차분류기(70), 각 공정별 건축폐기물은 운반하는 이송수단(12)(14)(16)

(18)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1차파쇄기(10)는 선 처리된 건축폐기물을 이송수단으로 운반하여 투입하고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토사배출이

용이하도록 하며 파쇄된 건축폐기물이 이송수단(12)으로 1차분류기(30)로 보내어 진다.

상기 마그네틱회전롤(20)은 상기 1차파쇄기(10) 전방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송수단(12)을 통하여 운반된 건축폐기물 중 존

재하는 철근(22)을 붙이고 떼어내는 하나 이상의 마그네틱(24)이 일정간격 부착되며 소정궤도를 회동하도록 설치되어 있

다.

여기서 마그네틱(24)은 철근의 무게를 고려하여 강력한 자력을 유지하는 것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넓이와 크기는 사용환

경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다.

상기 1차분류기(30)는 상기 철근(22)이 제거되고 이송수단(14)으로 운반된 건축폐기물을 수용하여 일정크기의 토사는 배

출하고 있으며 비중이 낮은 이물질을 흡입 집진하며 분리된 소정크기의 폐기물을 운반수단으로 보내도록 구성된다.

상기 2차파쇄기(40)는 상기 1차분류기(30)와 이송수단(14)으로 연결되어 상기 1차분류기(30)에서 토사가 분류된 건축폐

기물을 투입하여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상기 2차분류기(50)는 상기 2차파쇄기 전방에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2차파쇄기(40)에서 이송수단(16)으로 운반된 건축폐

기물을 수용하여 일정크기의 석분을 배출하고 비중이 낮은 이물질을 흡입 집진하며 배출되지 못하는 소정크기의 폐기물을

운반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상기 3차분류기(70)는 상기 2차분류기(50)에서 이송수단(18)으로 운반된 석분이 분류된 건축폐기물을 수용하여 일정크기

이하의 재활용골재만을 배출하고 비중이 낮은 이물질을 흡입 집진하여 배출되지 못한 소정크기 이상의 건축폐기물을 운반

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상기 운반수단(60)은 상기 3차분류기(70)로부터 배출되지 못한 소정크기이상의 건축폐기물을 상기 2차파쇄기(40)로 운반

하도록 2차파쇄기(40)와 3차분류기(70)간에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제1,2,3차 분류기(30)(40)(50)는 건축폐기물을 주입하는 호퍼 하단에 경사지게 설치되어 회전을 하는 구동축

(32)에 격자 배열되는 디스크플레이트(34)가 설치되고, 상기 디스크플레이트(34)의 상부에 설치되어 디스크플레이트(34)

의 상부로 부양하는 이물질을 흡입하는 집진기(36)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크기와 구조는 건축폐기물의 수용에 맞게 설

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상기 1차파쇄기(10)와 1차분류기(30) 사이는 마그네틱회전롤(20)이 없이 선 처리공정에서 철근을 제거한 건축폐기

물을 1차파쇄기(10)에서 파쇄하고 이송수단으로 1차분류기(30)로 운반 가능하도록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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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본 발명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건축물의 해체 또는 철거시에 발생한 폐건축물이 먼

저 선 처리공정을 거쳐 파쇄된 건축폐기물을 1차분쇄기(10)에 투입하여 파쇄하여 이동수단(12)으로 운반하고 마그네틱회

전롤(20)에 의하여 철근을 분류 제거한다.

이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마그네틱(24)이 일정간격으로 부착되고 일정궤도로 회전하는 마그네틱회전롤

(20)의 회전운동에 의하여 어느 한 지점에 폐건축물에 존재하는 철근(22)은 마그네틱(24)의 자력에 의해 부양하여 붙게 되

며 마그네틱회전롤(20)의 일정궤도에 의하여 운반된 후 자력으로 수집함에 떨어져 수집하게 된다.

이렇게 철근이 제거된 골재나 콘크리트 등은 이송수단(14)에 의해 1차분류기(30)를 운반되어 토사는 배출되고 소정크기

의 건축폐기물에 함유하는 비중이 낮은 로 폐기물은 분류처리된다.

이는 도 3에서와 같이 건축폐기물을 주입하는 호퍼와, 이 호퍼의 하단에는 다수개의 구동축(32)이 설치되고, 이 구동축

(32)에는 격자로 디스크플레이트(34)가 배열되고 디스크플레이트(34) 상부에는 집진기(36)가 하부에는 에어분사기(38)가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분사기(38) 하부에는 선별된 건축물폐기물의 이송을 이루는 이송수단(14)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구동축(32)에 격자로 배열되어 전체 면이 수평디스크 형태로 이루어지며 구동축(32)의 회전에 따라 소정 방향으로

회전을 이루는 다각형의 디스크플레이트(32)에 의해 건축폐기물은 이동된다.

이렇게 디스크플레이트(32)에 의하여 운반되는 건축폐기물 등에 포함된 비중이 낮은 스티로품, 비닐, 종이 또는 목재 등의

이물질은 이동과 동시에 디스크플레이트(32)의 하단에 형성되어 있는 에어분사기(38)에서 공기 분사를 이루는 노즐에 의

하여 상부로 부상되며, 이 부상된 비중이 낮은 이물질 등은 집진기(36)의 흡입력으로 집진을 이루게 되므로 비중이 낮은

스티로품, 비닐, 종이 또는 목재 등의 이물질만을 분리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호퍼에 주입된 건축폐기물은 디스크플레이트(32)에 의해 이동되면서 일정크기 이하의 토사는 격자형태로 배열된

디스크플레이트(32)의 사이로 빠져 하부로 낙하하고 건축폐기물 중 비중이 낮은 이물질 등은 공기분사를 이루는 에어분사

기(38)에 의해 부상함과 동시에 집진기(36)로 흡수하여 분리처리하게 된다.

또, 이물질이 분리된 일정크기 이상의 건축폐기물은 이송수단(14)으로 운반되어 2차파쇄기(40)로 보내져 파쇄를 이룬다.

이렇게 운반되어 2차파쇄기(40)로 파쇄된 건축폐기물은 이송수단(16)으로 2차분류기(50)로 보내져 상기 1차분류기(30)

의 분리와 같이 배출과 분리 및 이물질 수집작업을 하게 된다.

즉, 디스플레이트(34)의 간격을 더욱 확장한 2차선별기(40)에서는 25mm이하의 석분은 배출하고 그 이상 되는 건축폐기

물 중 비중이 낮은 이물질 등은 공기분사를 이루는 에어분사기(38)에 의해 부상함과 동시에 집진기(38)로 흡수하여 분리

처리하고 건축폐기물은 다음 공정을 위해 이송수단(16)으로 3차분류기(70)로 보내어진다.

이와 같이 운반된 건축폐기물은 3차분류기(70)에서 40mm이하 재활용골재를 배출하고 건축폐기물에 혼합되어 있는 비중

이 낮은 이물질은 1차 및 2차분류기(30)(50)에서와 같이 부상과 동시에 집진기(38)로 흡수하여 분리 수거한 후 분류되지

않은 건축폐기물은 운반수단(60)을 통해 2차파쇄기(40)로 보내어져 상기와 같은 공정은 반복하여 25mm이하 석분 배출

과, 40mm이하의 재활용골재배출을 반복하여 각각의 공정에서 필요한 재활용 석분과 골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건축폐기물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필요한 토사, 25mm이하의 석분, 40mm이하의 골재만을 분리 수거하여 건축자

재로 재공급하여 필요한 토사의 채취공정과 폐기를 위한 매립작업을 하지 않고 간단하고 용이하며 편리한 분리 및 수거공

정을 통하여 재활용을 이루게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발명은 건축물의 해체시에 발생하는 건축폐기물 중 콘크리트를 분쇄 및 선별과 재분쇄 및 재분류하여 양호

한 토사와 석분 및 골재 등을 얻게 하고, 비중이 낮은 스티로품, 비닐, 종이 또는 목재 등의 이물질을 안전하게 분리수거하

여 안전한 폐기를 이루게 하여 단시간에 걸쳐 건축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각종 건축재료를 폐건축물에서 얻어 재활용하므

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관리 효과를 높이는 등 경제적인 사용을 이룰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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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재활용처리장치의 평면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마그네틱회전롤의 요부 측면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이물질처리장치의 측면도이다.

-도면 중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1차분쇄기 12,14,16,18; 이송수단

20; 마그네틱회전롤 22; 철근

24; 마그네틱 30; 1차분류기

32; 구동축 34; 디스크플레이트

35; 집진기 38; 에어분사기

40; 2차분쇄기 50; 2차분류기

60; 운반수단 70; 3차분류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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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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