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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콜드 탑 슬래그법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콜드 탑 슬래그법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방법은 생활쓰레기의 소각으로 인해

생성되는 소각재를 용융로에 장입하는 소각재 투입공정; 상기 소각재에 고온을 가하여 슬래그화하는 용융공정; 상기 용융

공정에서 생성되는 슬래그를 배출하고 냉각시키는 배출공정; 상기 용융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분진을 집진

하는 여과공정; 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용융로내 상부의 온도를 150℃ 이하로 유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소각재를 용융하여 슬래그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별도로 후처리하지 아니하여도 환경오

염가스가 대기 중에 배출되는 것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소각재. 용융슬래그. 용융염. 후처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소각재 처리 장치의 개락도이다.

도 2는 종래 소각재 처리 방법의 개략적인 순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소각재 처리 장치의 개략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소각재 처리 방법의 개략적인 순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소각재 처리후, 유황농도를 측정한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소각재 처리후, 배출가스 중 SO2의 농도를 측정한 것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소각재 처리후, 슬래그 중 염소 농도를 측정한 것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소각재 처리후, 배출가스 중 염산 농도를 측정한 것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의한 소각재 처리후, 슬래그 중 납 성분을 측정한 것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소각재 공급부 2: 용융로

2a: 용융로내 상부 3: 전극봉

4a, 4b: 출탕구 5: 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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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 공기 소통구 6: 2차 연소실

7: 여과집진기 8: 반건세정장치

9: 배기가스 배출구 10: 원료층

11: 용융염 12: 용융슬래그층

13: 용융금속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콜드 탑 슬래그법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생활 쓰레기의 소각

시 발생하는 소각재를 고온에서 용융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슬래그화한 후 배출하고, 상기 용융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

스에 함유된 분진을 집진하고 배출하는 소각재 처리 방법에 있어서, 용융로내 상부의 온도를 150℃이하로 유지하면서 소

각재를 용융함으로써 오염물질이 배기가스를 통해 배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콜드 탑 슬래그법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생활쓰레기의 소각처리시 바닥재와 비산재를 포함한 소각재는 쓰레기량의 10~20%가 생성되며, 상기 소각재에는 많은 유

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할 때 발생되는 산화 유황가스(SO2) 및 염화수소(HCl) 등의 유해가스는 하기 반응식 1 및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석회(Ca(OH)2) 또는 생석회(CaCO3)를 물과 함께 분무하여 제거되고, 이때 생성된 CaSO3와

CaCl2 는 후단에 설치된 여과집진기에서 집진되어 비산재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산재에는 소각로에서 처리시 휘발되는

중금속류와 재생성 또는 활성탄에 의해서 흡착된 다이옥신까지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특별처리

가 요구된다.

반응식 1

SO2 + Ca(OH)2
ս CaSO3 + H2O

반응식 2

2HCl + Ca(OH)2
ս CaCl2 + 2H2O

또한 바닥재에도 생활쓰레기 중 연소하지 않는 중금속류와 분해되지 않은 일부 다이옥신류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처리가 요구된다. 하기 표 1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 생성된 바닥재 및 비산재의 평균 성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단위: 중량%)

  CaO SiO2 Al2O3  MgO  FeO Na2O  MnO TiO2 K2O  Cl

 바닥재  10.31  33.34  5.82  1.60  4.83  1.66  0.90  0.42  0.54  1.32

 비산재  36.24  6.60  4.18  2.31  1.00  3.41  0.09  0.66  4.08  17.14

  C  S  Zn  Cr  Cu  Pb  C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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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SiO2

 바닥재  6.44  0.56  0.98  0.1  0.12  0.16  0.1  0.1  0.31

 비산재  12.88  2.91  1.15  0.1  0.3  0.18  0.1  0.1  5.49

이와 같이 특별처리가 요구되는 소각재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소각재

안정화 방법은 고형화 처리인데, 이러한 소각재의 고형화 처리방법에는 열을 이용하지 않고 결합제를 이용하는 비열방법

(Non-Thermal Process) 및 열을 이용하는 열적 처리방법으로 분류되고, 이외에도 기름이나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열

적 처리기술은 소각재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신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열적 처리방법이 소각재를 안

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고형화 처리방법을 통하여 소각재 중에 함유된 중금속 또는

유해 유기물 성분을 화학적으로 변화시켜 독성을 감소시키거나, 고형물의 투수성을 낮추어 용출이 덜 되도록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을 개질한다.

최근, 철강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용융기술을 상기 열적 처리방법에 도입하여, 소각재를 슬래그화하여 안정화 및 재활용

하는 공정이 시도되고 있으며, 상기 기술은 유사한 원자력 폐기물의 용융처리에도 응용되고 있다.

소각재를 용융처리하는 방법은 전기용융방식, 버너용융방식, 자기연소내부용융방식 및 코크스베드식 용융방식 등이 있다.

이러한 용융기술은 소각재의 1/2~1/3 정도의 감용화가 가능하여 매립장 확보에 어려운 현실에서 매우 유용한 소각재 처

리기술이며, 더욱이 이용이 불가능한 소각재를 용융슬래그화 함으로써 매립재나 노반재 등의 토목골재의 대체품으로 이용

할 수 있으며, 향후 용융기술이 파급됨과 동시에 슬래그의 재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

다. 또한 소각재는 중금속의 용출 가능성이 있지만, 소각재를 용융 슬래그화함으로써 이러한 염려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종래 용융방식에 의한 소각재 처리방법을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소각재는 저장 호퍼(hopper, 미

도시)에서 용융로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탱크(미도시)로 이동한 다음 소각재 공급부(1)를 통하여 로내에 일정량 장입

된다. 장입된 소각재(원료)는 용융로 상부에 위치한 3상의 흑연전극봉(3)에 교류전류로 인해 발생되는 전극간의 아크

(Arc)열에 의해서 용융된다. 이때 전극봉 하단의 온도는 1,400℃이상으로 용융금속층(13), 용융슬래그층(12)이 생성되고,

용융로는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로내 상부(2a)의 온도도 1,400℃정도의 고온으로 유지되게 된다. 이로 인해 CaO, SiO2,

Al2O3 등의 산화물을 제외하고, CaSO3 , CaSO4, CaCl2 등의 생성물은 평형론적으로 분해되어 다시 환경오염 가스로 배출

되게 된다. 배출된 유해가스는 2차 연소실(6), 반건세정장치(8) 및 여과집진기(7)를 통과하여 최종 배출구(9)를 통하여 배

출된다.

이때, 용융로 내 상부(2a)의 온도가 1,400℃이상의 고온으로 배출되는 CaSO4 및 CaSO3는 약 250℃에서 분해되기 시작

하며, 화학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반응식 3

CaSO
4
+ 1/2 C ս CaO + SO

2
+ 1/2CO

2

CaSO4 + C ↔ CaO + SO2(g) + CO

CaSO4 + 2HCl ↔ CaCl2 + SO2 + H2O + 1/2O2

CaSO4 ↔ CaO + SO3

반응식 4

CaSO3
ս CaO + SO2

또한 상기 CaCl2는 약 1,100℃에서부터 분해되기 시작하여 1,450℃에서는 약 50%정도가 고상에서 기상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화학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반응식 5

CaCl2 + H2O
→ CaO + 2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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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l2 + 1/2 O2 → Cl2+ CaO

CaCl2 ↔ CaCl2 + Cl2

CaCl2 + H2O + 1/2O2 + SO2 ↔ 2HCl + CaSO4

Cl2 + H2O ↔ 2HCl + 1/2O2

상기 유해가스 이외에도, 소각재의 유해성을 제공하는 중금속 성분이 있다. 현재 발표된 바로는 소각재의 용출실험에서 중

금속은 환경규제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따라서 지정폐기물로 특수처리가 되고 있다. 특히, 비산재 중에 함유된 중금속을

고온의 용융처리를 하는 경우, 중금속은 어떤 화합물로 결합하는가에 따라 배기가스, 비산재 또는 슬래그 상에 고용되는지

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납(Pb) 화합물의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반응식 6

Pb + Cl
2
ս PbCl

2

Pb + SO2 + ½ O2 ↔ PbSO3

Pb +½ O2 ↔ PbO

Pb + S ↔ PbS

Pb + Ca(OH)2 ↔ Pb(OH)2 + Ca

용융과정에서 산화물로 존재하는 PbO 또는 PbS의 경우는 슬래그 상에 고용이 가능하나 PbCl2로 존재하는 경우는 대부분

휘발하여 용융 비산재로 존재하게 된다.

상기 반응식으로부터 생성된 SOx(g), CO(g), HCl(g), Cl2(g) 등의 가스 또는 중금속은 대기상으로 배출되면, 대기 환경오

염의 주범이 되고, 특히 염화수소와 같은 강산성 가스는 처리설비의 부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스 또는

중금속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하여, 2차 연소실(6)에서 CO(g) 가스를 CO2(g)로 만들어 주어야 하며, SOx(g), HCl(g) 및

Cl2(g)는 반건세정장치(8)에서 소석회를 첨가하여 제거하는 후처리 시스템을 거치 후에, 여과집진기(7)를 통하여 유해성

을 최소화된 가스가 최종 배출된다.

그러나, 종래의 소각재의 용융처리 시스템은 용융로의 상부 온도가 높아 소각로에서 처리한 각종 유해가스 및 중금속 등이

재생성되기 때문에 이를 다시 처리해야 하는 후처리시스템이 반드시 요구되므로 설비비 증가, 처리비용증가, 설치면적 증

가, 운전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수반된다. 또한, 다이옥신은 200~500℃에서 재합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종래의

소각재의 용융처리 시스템에서 생활쓰레기의 소각시 후처리를 통하여 분해되었던 다이옥신이 재합성되는 문제도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소각장치에서 처리한 각종 유해가

스, 중금속 및 다이옥신 등을 슬래그 또는 용융염에 고용시켜 배기가스로 배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배기가스의 후처리가

매우 간단한 콜드 탑 슬래그법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콜드 탑 슬래그법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 방법은 생활쓰레기의

소각으로 인해 생성되는 소각재를 용융로에 장입하는 소각재 투입공정; 상기 소각재에 고온을 가하여 슬래그화하는 용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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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상기 용융공정에서 생성되는 슬래그를 배출하고 냉각시키는 배출공정; 상기 용융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포

함된 분진을 집진하는 여과공정; 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용융로내 상부의 온도를 150℃ 이하로 유지시키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콜드 탑 슬래그법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소각재의 공급속도 및 이에 따른 용융로내 원

료층의 높이를 조절함으로써 상기 용융로내 상부의 온도를 150℃ 이하로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콜드 탑 슬래그법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용융공정을 통해 생성된 용융염과 용융슬래

그층이 노출되지 않도록 상기 용융공정 말기에 소각재를 더 장입하는 소각재 재투입공정; 이 더 부가된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콜드 탑 슬래그법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용융로내 상부에 외부공기를 소통시켜 상기

용융로내 상부의 온도를 150℃ 이하로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콜드 탑 슬래그법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소각재를 용융하면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재연소시키는 2차 연소공정; 이 더 부가된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콜드 탑 슬래그법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용융로에 장입되는 소각재는 바닥재:비산재

의 비율이 9:1 내지 7:3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의한 콜드 탑 슬래그법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 장치의 구성은 소각재를 용융로에 장입하는 소각재 공급부; 상기

용융로내에 형성되어 인가된 전원에 의해 아크열을 발생시키는 전극봉; 상기 용융로의 일측벽에 형성된 출탕구; 상기 용융

로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재연소시키는 2차 연소실; 상기 용융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서 분진을 집진하는 여과

집진기; 및 배기가스 배출구; 를 포함하되, 상기 용융로내 상부의 온도가 150℃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콜드 탑 슬래그법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용융로내 상부에 외부공기를 소통시켜 상기

용융로내 상부의 온도를 150℃ 이하로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콜드 탑 슬래그법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소각재 공급부는 진동분배기인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본 발명의 콜드 탑 슬래그법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전극봉이 3상의 흑연전극봉인 것이 바람직하

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소각재 처리 방법 및 장치의 구성 및 작용을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소각재 처리 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으로서, 용융로 및 소각재 공급부, 전극봉, 2차 연소실, 여

과집진기 및 배기가스 배출구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소각재 공급부(1)는 생활 쓰레기의 소각시 발생하는 소각재 중 바닥재와 비산재의 비율을 조정하여 용융로에 공급하는 장

치로서, 진동 분배기로부터 소각재를 공급받는다.

전극봉(3)은 상기 소각재 공급부(1)에 의해 상기 용융로(2)에 장입된 소각재(원료, 10)에 고열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 용융로 상부(2a)로부터 입설된 3상의 흑연전극봉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흑연전극봉에 교류전류를 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전극간의 아크열에 의해 상기 용융로(2)에 장입된 원료(10)를 용융시킨다.

용융로(2)는 원료(10)를 수용하고, 상기 전극봉(3)에 의해 원료를 슬래그화하는 구성이다. 본 발명에 의한 용융로(2)는 로

내 상부(2a)를 공기 순환시켜 온도를 낮추도록 형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도시된 바와 같이, 소각재 공급부(1)나

전극봉(3) 등 외부와 연결되는 요소들이 상기 용융로(2) 내에 입설되는 부분을 밀폐시키지 아니하여 틈새(5)가 형성되며,

더 나아가 개폐가능한 하나 이상의 공기소통구(5a)를 별도로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상기 틈새(5)와 공기소통구

(5a)는 용융로내 상부(2a) 온도를 150℃이하로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작업조건에 따라

직경이나 갯수 등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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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온도를 150℃ 이하로 제어하기 위한 더욱 효과적인 수단으로 소각재 공급부(1)로부터 소각재를 공급하는 속도를 조

절하여 그에 따라 원료층(10)의 높이를 조절함으로써 로내 상부(2a)의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즉, 소각재 공급 속도를

높여 원료층의 높이를 높게 하면 용융로 하부의 열이 상기 원료층(10)을 거치면서 냉각되기 때문에 로내 상부(2a)의 온도

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로내 상부(2a)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도 1에 도시된 종래의 장치와 달리 용융염(11)이 결정화

되는 것이다.

상기 용융로의 하단에는 출탕구(4a, 4b)가 마련되어 있어 용융금속(13) 및 용융슬래그(12)가 배출되며, 배출된 용융금속

(13) 및 용융슬래그(12)는 공냉 또는 수냉으로 고형화되어 배출된다.

2차 연소실(6)은 소각재의 용융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재연소함으로써 배기가스 중 함유되어 있는 일산화탄소가

스를 이산화탄소가스로 만들어 배출시키기 위한 구성이다.

여과집진기(7)는 2차 연소실을 거쳐 나오는 배기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분진을 집진하는 장치이다.

배기가스 배출구(9)는 상기 분진이 집진된 후 나머지의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구성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소각재 처리 방법의 개략적인 순서도이다. 이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작용을 설명한다.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탱크(미도시)에 저장된 소각재를 용융로(2)에 진동분배기 또는 다른 종류의 소각재 공급부(1)

를 이용하여 일정량 장입한 후, 교류전류를 인가하여 흑연전극봉에 아크열을 발생시킨다. 이때, 전극봉(3) 하단의 온도는

1,400~1,500℃, 용융슬래그층은 1,350℃정도가 되도록 운전한다.

또한 로내 상부(2a) 온도를 150 ℃ 이하로, 바람직하게는 80~150℃이하로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상기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용융공정 중 소각재를 연속적으로 투입하며, 용융말기 소각재를 재투입하고, 또한 상기의 틈새(5) 또

는 별도로 형성된 공기 소통구(5a)를 통하여 외부공기를 유통시키는 것이다.

상기의 용융에 의해 생성되는 용융슬래그(12) 및 용융금속(13)은 출탕구(4a, 4b)를 통하여 배출한다. 또한

1,400~1,500℃로 소각재 용융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SOx(g), HCl(g), Cl2(g) 등의 유해가스는 150 ℃

이하인 용융로내 상부(2a)에서 냉각되고, 상기 유해가스가 생성됨과 동시에 접촉하는 슬래그(12) 상부가 냉각됨으로써,

슬래그(12)에 고용되거나 용융염(11)으로 석출된다. 또한 용융로내 상부(2a)의 온도가 다이옥신의 재합성 온도 이하이므

로 다이옥신이 재합성되는 것도 방지된다. 또한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일산화탄소는 2차연소실(6)에서 이산화탄소로

만들어 배출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소각재 처리방법 및 그 장치는 별도의 후처리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고, 재생성되는 유

해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을 예시하는 것일 뿐, 본 발명의 내용이 하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내경 4,100mm, 높이 1,400mm의 소각재 용융로(2)에 실시 전 초기 전력 부하 유도를 위해 금속 훼로망간 15ton과 코크스

100Kg을 장입하고 보다 원활하게 소각재를 용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후 표 1과 같은 조성을 갖는 소각재를

바닥재:비산재를 7:3의 비율로 바닥재 4,200Kg, 비산재 1,800Kg을 저장 호퍼(hopper)에서 혼합한 후 용융로 상부에 설

치되어 있는 저장탱크로 이동한 다음 진동분배기를 이용하여 소각재 공급부(1)를 통하여 공급하였다. 소각재의 공급에 관

하여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상기 소각재 공급부(1)는 직경 250mm의 관으로 용융로 중심으로부터 900mm 떨어

진 곳에 3기를 설치하여 소각재 투입시 고루 분포되도록 하였다. 전극봉(3)에 1차전압 22,500V 및 2차전압 140V에

21,600A의 교류전류를 인가하여 시간당 700~900Kwh로 6시간 동안 용융하였다. 이때 전극봉(3) 하단의 온도는

1,400~1,500℃, 용융된 용융슬래그층(12)의 온도는 1,350℃정도가 유지되도록 운전하였다. 상기 6,000Kg의 소각재는

용융시 용융슬래그층(12)이 노출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투입하였으며, 특히 소각재 용융말기에 상기 6,000Kg의 소각재

이외에 용융염(11)과 용융슬래그층(12)이 노출되지 않도록 1,000Kg~6,000Kg을 재투입하였다. 소각재 1,000Kg 추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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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용융슬래그(12) 및 최초 투입된 용융합금철(이하, ‘용융층’이라 함)의 높이를 측정한 결과 용융되지 아니한 고상의 소

각재(원료층) 높이는 35mm였고, 용융층 높이는 380mm로 높이의 비가 1:9 정도 였으며, 소각재 6,000Kg 추가 투입시 용

융되지 아니한 고상의 소각재 높이는 200mm로 용융층과의 높이의 비가 대략 1:2로 측정되었다. 상기 용융로내 소각재 투

입량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고상의 소각재와 용융층 높이의 비율을 1:9에서 1:2까지 변화를 주면서 원료층 최상부의 온

도를 K-type 열전대로 측정한 결과 비율이 1:9로 용융되지 아니한 고상의 소각재 최상부 온도는 약 150℃였고, 비율이

1:2의 경우 고상의 소각재 최상부 온도는 약 100℃로 측정되었다. 이는 고온으로 용융된 용융염과 용융슬래그의 복사열이

상부의 원료층을 통과하면서 냉각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따라서 용융층이 드러나지 않도록 소각재 투입량을 조절함으

로써 용융로내 상부온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용융로 상부(2a)의 틈새(5) 또는 별도의 공기 유

입구(5a)를 이용하여 외부공기를 적절히 유통시킴으로써 상부 온도 제어를 효과적으로 하였다. 이후 생성된 상기 용융슬

래그는 출탕구(4)를 통하여 용융염(11)과 함께 배출하고 공랭 또는 수냉하였다. 또한 상기 용융과정에서 생성된 배기가스

를 2차 연소실에서 재연소하여 나오는 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분진을 여과집진기(7)에서 집진하였다.

<실시예 2>

바닥재: 비산재의 비율 9:1의 소각재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하게 실시하였으며, 소각재의 재투

입에 따른 용융로내 상부 온도 측정결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비교예 1>

바닥재: 비산재의 비율 7:3의 소각재를 사용하고, 용융로(2)의 상부를 완전히 밀폐하여 로내 상부가 공기유통되지 않도록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이때, 로내 상부온도를 측정한 결과 1,350~1,400℃정도

로 측정되었다.

<실험예 1>

상기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2에서 실시한 처리방법의 적법성을 진찰하기 위하여 유해가스의 농도를 하기와 같이 측정하였

다.

1. 유황농도 측정

상기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2에서 실시후, 용융시간에 따라 유황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도 5에 기재하였다. 도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시예 1은 유황농도가 2.0～1.1% 정도가 슬래그에 고용되었으며, 실시예 2의 경우, 0.6～0.9% 범위로 슬래

그에 고용되었다.

2. 배출가스 중, SO2의 농도 측정

상기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2의 용융과정중에서 발생한 SO2의 가스분석한 결과를 도 6에 나타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실

시예 1의 경우는 SO2의 농도가 50 ppm이고, 실시예 2의 경우 10 ppm 미만으로 나타났다.

3. 슬래그 중, 염소 농도 측정

상기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2에서 실시후, 슬래그 중, 염소 농도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도 7에 기재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실

시예 1의 경우는 슬래그 중, 염소 농도가 4～7 %이고, 실시예 2의 경우 1～2 %정도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배출가스 중, 염산 농도 측정

상기 실시예 1에서 발생한 배출가스 중 염산 농도를 측정결과를 도 8에 기재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배출가스 중 염산의 잔

존농도가 1ppm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슬래그 중, 납 성분 측정

상기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2에서 실시후, 슬래그 중, 중금속중 Pb 성분을 측정한 결과를 도 9에 기재하였고, 구체적으로

는 실시예 1은 0.1～ 0.3 %, 실시예 2는 0～0.1 %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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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실시예 1 및 비교예 1에 대하여, 각 용융로에서 소각재를 처리한 후 유해가스 잔존 농도를 하기 표 2에 기재하였

다.

[표 2]

  실시예 1  비교예 1

 NOx (12%)  30 ppm 이하  200 ppm 이하

 SOx (12%)  50 ppm 이하  1,000 ppm 이상

 염산  10 ppm 이하  1,500 ppm 이상

 다이옥신  0.1 ng-TEQ/Sm3 이하  0.1 ng-TEQ/Sm3 이하

 미세먼지  20 mg/Sm3 이하  20 mg/Sm3 이상

상기에서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이옥신, 미세먼지를 제외하고, NOx, SOx, 염산의 농도는 본 발명의 소각재 처리

방법을 실시한 경우, 배출농도가 최소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기 실시예 1 및 비교예 1에 대하여, 각 용융로에서 소각재를 처리한 후 슬래그 중, 잔존하는 중금속의 용출시험을

실시하여 하기 표 3에 기재하였다.

[표 3]

  실시예 1  비교예 1

 Cd  검출안됨  0.035 ppm

 Pb  검출안됨  0.05 ppm

 As  검출안됨  검출안됨

 Cr6+  검출안됨  검출안됨

 Cu  0.02 ppm  0.3 ppm

 Zn  0.035 ppm  0.4 ppm

상기에서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시예 1의 경우, 슬래그에 Cd, Pb, As, Cr6+은 용출이 되지 않았으나 비교예 1의

경우는 검출되었으며, Cu와 Zn의 경우는 실시예 1이 비교예의 경우보다 10배정도 낮게 용출되었다.

상기에서 본 발명의 소각재의 처리방법을 통한 결과가 유해가스 및 중금속의 농도가 현저하게 적음을 확인한 결과로 부터,

본 발명의 소각재의 처리방법은 용융로내 상부의 온도를 슬래그 용융온도보다 낮추고, 동시에 슬래그 상부온도를 낮춤으

로써, 슬래그 용융시 유해가스 또는 중금속이 발생됨과 동시에 냉각된 슬래그 상부와 접촉함으로써, 슬래그에 고용되거나

용융염으로 석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생활 쓰레기 소각재 용융처리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별도의 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도 환경오염가스

의 배출을 환경오염배출기준치 이하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후처리공정이 불필요하므로 시스템의 구성이 현저하게 단순해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설치, 설비비용 및 소각재 처리비용이 크게 절감되며 운전도 매우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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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생활쓰레기의 소각으로 인해 생성되는 소각재를 용융로에 장입하는 소각재 투입공정;

상기 소각재에 고온을 가하여 슬래그화하는 용융공정;

상기 용융공정에서 생성되는 슬래그를 배출하고 냉각시키는 배출공정;

상기 용융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분진을 집진하는 여과공정;

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용융로 내 상부에 구비된 공기 소통구를 통해 외부 공기를 소통시켜 상기 용융로내 상부의

온도를 150℃ 이하로 유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콜드 탑 슬래그법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 방법.

청구항 2.

생활쓰레기의 소각으로 인해 생성되는 소각재를 용융로에 장입하는 소각재 투입공정;

상기 소각재에 고온을 가하여 슬래그화하는 용융공정;

상기 용융공정에서 생성되는 슬래그를 배출하고 냉각시키는 배출공정;

상기 용융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분진을 집진하는 여과공정;

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소각재의 공급속도 및 이에 따른 용융로내 원료층의 높이를 조절함으로써 상기 용융로내 상부의 온도를 150℃ 이하

로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콜드 탑 슬래그법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용융공정을 통해 생성된 용융염과 용융슬래그층이 노출되지 않도록 상기 용융공정 말기에 소각재를 더 장입하는 소

각재 재투입공정;

이 더 부가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콜드 탑 슬래그법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 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소각재를 용융하면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재연소시키는 2차 연소공정;

이 더 부가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콜드 탑 슬래그법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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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용융로에 장입되는 소각재는 바닥재:비산재의 비율이 9:1 내지 7:3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콜드 탑 슬래그법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 방법.

청구항 7.

소각재를 용융로에 장입하는 소각재 공급부;

상기 용융로내에 형성되어 인가된 전원에 의해 아크열을 발생시키는 전극봉;

상기 용융로의 일측벽에 형성된 출탕구;

상기 용융로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재연소시키는 2차 연소실;

상기 용융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서 분진을 집진하는 여과집진기; 및

배기가스 배출구;

를 포함하되, 상기 용융로내 상부에 구비된 공기 소통구를 통해 외부 공기를 소통시켜 상기 용융로내 상부의 온도를 15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콜드 탑 슬래그법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 장치.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소각재 공급부는 진동분배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콜드 탑 슬래그법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 장치.

청구항 10.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전극봉이 3상의 흑연전극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콜드 탑 슬래그법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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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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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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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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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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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등록특허 10-0551619

- 16 -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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