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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유기성폐기물 건조시스템을 개시한다. 본 발명은 서로 다른 압력을 갖도록 밸브를 통해 연결되는 2개의 건

조실을 가지고 고압건조실에 가열매체를 공급하여 폐기물을 가열함과 동시에 고압건조실에서 배출된 증발증기로 저

압건조실의 폐기물을 가열하는 제1건조유닛과, 제1건조유닛의 저압건조실에서 배출된 증발증기를 순환시키면서 그

에 포함된 수분을 제거하고 저압건조실로 재공급하는 저압증발증기 순환유닛과, 제1건조유닛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투하되는 밀폐공간을 가지며 밀폐공간에서 낙하되는 폐기물에 충격을 가해 투하시보다 작은 크기로 분쇄함과 동시에

밀폐공간에 열풍을 공급하는 제2건조유닛과, 제2건조유닛의 밀폐공간에서 배출된 열풍의 악취를 제거하는 열풍탈취

유닛 및 제1건조유닛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제2건조유닛의 밀폐공간으로 이송시켜 투하하는 폐기물 이송유닛으로 구

성된다.

본 발명은 일정량의 유기성폐기물 건조시에 발생된 증발증기를 사용하여 다른 폐기물을 단계적으로 건조시킬 수 있

음과 동시에, 1차 건조된 폐기물을 잘게 분쇄하면서 소각로 등의 폐열을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건조시킬 수 있는 바, 

유기성폐기물을 매우 신속하고 균일하게 건조시킬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슬러지, 건조, 폐열회수, 증발잠열, 음식물쓰레기, 유기성폐기물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유기성폐기물 건조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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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유기성폐기물 건조시스템의 1차 건조유닛을 나타낸 개략도,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1차 건조유닛의 건조기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단면도,

도 4는 도3의 Ⅳ-Ⅳ선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유기성폐기물 건조시스템의 2차 건조유닛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측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제1건조유닛 110: 고압건조기

112: 고압건조실 113: 히팅재킷

115: 스터러 116: 샤프트

118: 튜브 125: 스크레이퍼

130: 저압건조기 150: 폐기물 이송관

160: 고압증발증기 이송수단 170: 제2의 고압건조기

190: 제2의 고압증발증기 이송수단 200: 저압증발증기 순환유닛

210: 저압증발증기 순환유로 240: 저압증발증기 응축기

250: 저압증발증기 히터 300: 고압증발증기 순환유닛

400: 제2의 고압증발증기 순환유닛 500: 폐기물 이송유닛

600: 제2건조유닛 610: 챔버

620, 630: 폐기물 분쇄수단 640: 열풍공급수단

650: 폐기물 배출수단 700: 열풍탈취유닛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슬러지(sludge)나 음식물쓰레기 등과 같은 유기성폐기물의 건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탈수 

처리된 유기성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하기 위해 건조시키는데 있어서 건조 중인 폐기물로부터 발생된 증발증기의

잠열(潛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단계적으로 건조시킴과 함께 증기에 의해 건조된 폐기물을 폐기물의 소각로에서 발

생된 폐열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건조시킴으로써 저소비 에너지로 높은 건조효율을 얻을 수 있음은 물론, 유기성폐

기물의 악취가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된 유기성폐기물 건조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대량으로 발생되는 각종 산업폐기물의 처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음식물쓰레기나 오니 또는 슬러지와 같은 유기성폐기물의 처리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즉, 음식물쓰레기와 슬러지는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유기성폐기물로서 그대로 매립될 경우 침출수(浸出水)에 의

한 토질오염과 지하수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방대한 매립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처리의 심각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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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유기성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이 다각도로 강구되어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사료화와 퇴비화가 활발하게 추진

되고 있고, 슬러지의 경우에도 예컨대 보도블록 등의 건축자재나 시멘트 원료 또는 생물학적 처리에 의한 비료화 등

으로의 재활용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슬러지는 주로 대단위 영업장이나 염색공장, 피혁, 판지생산공장 또는 하·폐수종말처리장 등의 각종 산업현

장에서 발생되는 소위 공업폐기물로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재활용에 상당한 어

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슬러지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되기도 하나, 대부분 소각한 뒤 그 소

각잔재를 매립함으로써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슬러지는 미세 입자와 수분이 응집제에 의해 침강된 상태이므로 하수종말처리장 등에서 탈수 처리되더라도 슬

러지 케익의 함수율(含水率)이 약 80%정도에 달한다. 따라서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하든 소각처리하든 어떠한 경우

라도 그 함수율의 최소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특히 소각처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슬러지 건조기술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은 대체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처리에 막대한 에너지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건조기술이 제공되

고 있으며, 그 예로서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등록번호 제20-0204855호와 등록특허공보 등록번호 제10-0298

293호를 들 수 있다.

실용신안등록번호 제0204855호는, 건조기 본체의 내부에 슬러지가 투입 이송되는 건조로를 복수의 전열플레이트에 

의해서 지그재그형의 층상으로 구성하여 각 층에 슬러지 이송판을 설치하고, 각 전열플레이트 하부에 외부의 소각장

치에서 배출된 폐가스가 공급되는 전열덕트를 설치함으로써 슬러지를 다단계로 이송시키면서 소각열에 의해 건조시

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슬러지 건조기의 경우 슬러지를 완전히 건조시키기 위해서는 슬러지가 이송되는 건조로를 상당히 길

게 형성할 필요가 있는 바, 장치가 과도하게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슬러지가 단순히 이동판 위에 재치된 상태에

서 건조로를 이동하기 때문에 슬러지의 내부까지 균일하게 건조시키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배기온도가 수백도에 달하는 소각장치의 폐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므로 슬러지 중의 점착성물질이 건

조로상에 눌러 붙기 쉬울 뿐만 아니라, 특히 건조시 발생되는 증발증기가 그대로 외부로 배출되기 때문에 심한 악취가

발생되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

한편, 특허등록번호 제0298293호는, 혼합기구를 갖는 건조실과 연통되도록 열교환기를 갖는 응축실을 형성하고 건

조실과 응축실 사이에 급송팬(fan)을 구비하여 내부공기를 순환시킴으로써 건조시 발생된 증발증기 중의 수분을 제거

함과 함께, 내기 순환로에 설치된 예열기구에 의해 응축공기를 재가열하여 건조실로 공급함으로써 건조시 발생되는 

증발증기로부터 악취를 제거함과 동시에 건조효율이 향상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기성폐기물 발효·건조장치는 악취제거와 어느 정도의 건조효율 향상은 가져올 수 있지만, 전체

적인 에너지 절감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즉, 건조실에서 발생된 증발증기가 냉매가 순환되는 열교환기를 통과하면서 냉각되기 때문에 건조시의 증발잠열(약 

500~600㎉/㎏)은 모두 제거되고, 히터에 의한 가열공기가 갖는 비열(약 24㎉/㎏)만이 건조실로 순환되므로 건조효

율 향상을 크게 기대할 수 없으며, 수분 증발량에 상당하는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에너지 절감에는 그

다지 기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된 것으로서, 유기성폐기물의 건조시에 발생되는 증발증

기의 잠열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단계적으로 건조시킴과 함께 증기에 의해 1차 건조된 폐기물을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건조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는 최소화시키면서 건조효율과 건조속도는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유기성폐기물 건조시스템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저소비 에너지에 의한 높은 건조효율의 달성과 함께 건조시에 발생되는 악취를 확실하게 제

거할 수 있는 유기성폐기물 건조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장치의 크기를 최대한 소형화하면서 폐기물을 연속운전방식에 의해 확실하고 간편하게 건

조시킬 수 있는 유기성폐기물 건조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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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유기성폐기물 건조시스템은, 서로 다른 압력을 갖도록 밸브를 통

해 연결되는 2개의 건조실을 가지고, 고압건조실에 고온·고압의 가열매체를 공급하여 투입된 유기성폐기물을 가열

함과 동시에 고압건조실에서 배출된 증발증기로 저압건조실의 폐기물을 가열하는 제1건조유닛; 이 제1건조유닛의 저

압건조실에서 배출된 증발증기를 순환시키면서 그에 포함된 수분을 제거하고 저압건조실로 재공급하는 저압증발증

기 순환유닛; 제1건조유닛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투하되는 밀폐공간을 가지며, 밀폐공간에서 낙하되는 폐기물에 충격

을 가해 투하시보다 작은 크기로 분쇄함과 동시에 밀폐공간에 열풍을 공급하는 제2건조유닛; 이 제2건조유닛의 밀폐

공간에서 배출된 폐열풍의 악취를 제거하 여 배기시키는 열풍탈취유닛; 제1건조유닛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제2건조유

닛의 밀폐공간으로 이송시켜 투하하는 폐기물 이송유닛;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본 발명의 한 바람직한 특징에 의하면, 제1건조유닛은, 건조할 폐기물이 투입되며 소정압력으로 유지되는 건

조실과, 이 건조실의 벽체에 설치되며 가열매체가 공급되는 히팅재킷(heating jacket)과, 건조실의 내부에 설치되어 

구동수단에 의해 회전됨으로써 폐기물을 적정크기로 파쇄 및 이송시키는 스터러(stirrer)를 갖는 고압건조기와; 건조

할 폐기물이 투입되며 고압건조기의 건조실보다 낮은 압력으로 유지되는 건조실과, 이 건조실의 벽체에 설치되며 가

열매체가 공급되는 히팅재킷과, 건조실의 내부에 설치되어 구동수단에 의해 회전됨으로써 폐기물을 적정크기로 파쇄

및 이송시키는 스터러를 갖는 저압건조기와; 소정주기로 개폐되는 밸브를 가지고 각 건조기 중 어느 한 건조기의 폐

기물배출구와 다른 건조기의 폐기물투입구를 서로 연결시키는 폐기물이송관과; 고압건조기의 히팅재킷에 소정 압력

과 온도의 가열매체를 공급하는 가열매체 공급수단과; 고압건조실내의 폐기물에서 배출된 증발증기를 저압건조기의 

히팅재킷으로 공급시키는 고압증발증기 이송수단으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특징에 의하면, 제2건조유닛은, 제1건조유닛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투하되는 챔버(chamber

)와; 이 챔버에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는 회전축과, 이 회전축의 외주에 적정각도로 배열 설치되어 낙하되는 폐기물을 

타격하 는 다수의 블레이드(blade) 및 회전축을 구동시키는 모터로 구성되고, 챔버내에 수직으로 간격을 두고 배치되

는 적어도 2개의 폐기물 분쇄수단과; 외부의 열원으로부터 발생된 열풍을 챔버내에 공급하여 폐기물 분쇄수단에 의해

분쇄되어 낙하되는 폐기물의 수분을 증발시키는 열풍공급수단과; 폐기물 분쇄수단에 의해 분쇄된 폐기물을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폐기물 배출수단으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특징에 의하면, 각 건조기의 스터러는, 양 단부가 건조실을 관통하여 로터리조인트(rotar

y joint)에 의해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는 중공의 샤프트와, 이 샤프트에 길이방향을 따라 일정간격으로 배치되어 상호

적정각도를 이루도록 반경 방향으로 설치되는 다수의 튜브(tube)형 서포트와, 나선곡선에 대응하는 형태를 가지고 상

기 서포트들에 길이방향을 따라 일정간격으로 고정되는 복수의 튜브로 이루어진 적어도 1조의 날개체로 구성되어, 그

내부에 가열매체가 공급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은, 일정량의 유기성폐기물 건조시에 발생된 증발증기를 사용하여 동일량의 다른 폐기물을 단계적

으로 건조시킬 수 있어 일정양의 가열매체로 그 2배에 해당하는 유기성폐기물을 건조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1차 건

조된 폐기물을 잘게 분쇄하면서 소각로 등의 폐열을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건조시킬 수 있는 바, 유기성폐기물을 매우

신속하고 균일하게 건조시킬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건조기의 스터러가 튜브형태로 구성되어 그 내부에도 가열매체가 공급됨은 물론 폐기물을 다단계에 걸쳐 연

속적으로 건조시키게 되므로 유기성폐기물 의 건조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장치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기성폐기물의 건조시에 발생된 증발증기를 응축시켜 수분을 제거한 뒤 건조공기는 건조실로 재공급하여 건

조시에 발생되는 악취가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되므로 유기성폐기물 건조의 효율과 신뢰성 

향상 및 에너지 절감 등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구체적 특징과 다른 이점들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한 이하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설명으로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도 1에서, 본 발명에 의한 유기성폐기물 건조시스템은 서로 다른 압력을 갖도록 밸브(151)를 통해 연결되는 2개의 건

조실(112)을 가지고 고압건조실(112)에서 배출된 증발증기로 저압건조실을 가열하는 제1건조유닛(100)과, 제1건조

유닛(100)의 저압건조실에서 배출된 증발증기를 순환시키는 저압증발증기 순환유닛(200)과, 제1건조유닛(100)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투하하면서 그에 충격을 가해 분쇄함과 동시에 열풍을 가하는 제2건조유닛(600)과, 제2건조유닛(60

0)에서 배출된 폐열풍의 악취를 제거하는 열풍탈취유닛(700) 및 제1건조유닛(100)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제2건조유

닛(600)으로 이송시켜 투하하는 폐기물 이송유닛(500)으로 구성된다.

제1건조유닛(100)은 내부압력이 서로 다르게 설정 유지되는 고압 및 저압의 1조의 건조기(110)(130)와, 고압건조기(

110)의 건조실(112)과 저압건조기(130)의 건조실을 구획 가능하게 연결시키는 폐기물 이송관(150)과, 고압건조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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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 히 팅재킷(113)에 소정 압력과 온도의 가열매체를 공급하는 가열매체 공급수단 및 고압건조실(112)내의 유기

성폐기물에서 배출된 증발증기를 저압건조기(130)의 히팅재킷으로 공급시키는 고압증발증기 이송수단(160)으로 이

루어진다.

고압건조기(110)는 내부에 건조실(112)을 갖는 본체(111)와, 이 건조실(112)의 벽체(112a)에 설치되어 가열매체로

서 예컨대 증기가 공급되는 히팅재킷(113)과, 본체(111)의 건조실(112)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어 투입된 유기성폐

기물을 적정크기로 파쇄하면서 이송시키는 스터러(115) 및 본체(111)의 상부 개구를 폐쇄하는 덮개(119)로 구성된

다.

본체(111)는 바람직하기로 하부가 원호형으로 형성된 대략 U자형 단면을 가진다. 본체(111)는 열손실이 최소화되도

록 단열재(111a)를 충전하여 이루어지고, 그 하면의 한쪽에 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한 폐기물 배출구(111b)를 갖는다.

히팅재킷(113)은 본체(111)의 하부에 대응하도록 원호형 단면의 판상으로 형성되어 건조실(112)의 바닥부위를 감싸

도록 벽체(112a)의 내측에 매립된다.

여기서, 히팅재킷(113)은 본체(111)의 단면형상에 대응하도록 U자형으로 구성되어 건조실(112) 전체를 감싸도록 설

치될 수도 있고, 도시된 바와 같이 본체 (111)의 측벽에 파이프 형태의 보조 히팅재킷(114)을 함께 구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히팅재킷(113)과 보조 히팅재킷(114)은 서로 연통하도록 설치된다.

그리고, 히팅재킷(113)의 한쪽에는 가열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가열증기유입구(113a)가 구비되며, 그 다른 쪽에는 가

열증기를 배출하기 위한 가열증기배출구 (113b)가 구비된다.

스터러(115)는 건조실(112)을 관통하여 본체(111)의 양단에 지지되는 샤프트 (116)와, 이 샤프트(116)에 반경 방향

으로 고정되는 다수의 서포트(117) 및 각 서포트(117)에 고정되는 나선형의 날개체(118)로 이루어진다.

샤프트(116)는 내부에 가열증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중공으로 이루어지고, 양 단부가 로터리조인트(120, 121)와 메

카니컬 시일(mechanical seal:122)에 의해 본체(111)에 회전 가능하게 지지된다. 각 로터리조인트(120)(121)는 가

열증기가 유입 또는 유출되는 가열증기 유입구(120a)와 유출구(121a)를 갖는다.

이러한 샤프트(116)는 한쪽 단부에 벨트 풀리(belt pulley)나 스프로킷 휠 (sprocket wheel:123) 등을 구비하여 모터

(124)와 전동 가능하게 연결된다.

서포트(117)는 샤프트(116)의 길이방향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어 서로간에 일정한 각도를 이루도록 설치되며,

이 역시 내부에 가열증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튜브형태로 구성되어 샤프트(116)와 연통된다.

날개체(118)는 서포트(117)에 그 길이방향을 따라 일정간격으로 고정되어 내부에 가열증기가 공급되는 3개의 튜브(

118a)(118b)(118c)로 이루어지고, 각 튜브 (118a)(118b)(118c)는 나선곡선에 대응하는 형태를 갖는다. 바람직하기

로 이러한 날개체(118)는 복수조가 구비되어 서로 일정각도를 이루도록 배치된다.

그리고, 각 조의 날개체(118)에서 최외곽에 위치한 튜브(118c)에는 건조실 (112)의 바닥에 고착된 폐기물을 긁어서 

제거하기 위한 스크레이퍼(scraper:125)가 부착된다. 이러한 스크레이퍼(125)는 예를 들어 도시된 바와 같이 적정크

기를 갖는 탭(tab) 형태로 구성되어 적절한 간격으로 부착될 수도 있고, 도시하지는 않았으나 띠상의 단일몸체로 구성

되어 부착될 수도 있다.

덮개(119)의 한쪽, 예컨대 본체(111)의 폐기물배출구(111b) 반대쪽에는 폐기물투입구(119a)가 구비되고, 대략 중앙

에는 유기성폐기물의 건조시에 발생된 증발증기가 배출되는 증발증기배출구(119b)가 구비된다.

저압건조기(130)는 고압건조기(110)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는 바, 편의상 상세한 도시와 설명은 생략하고, 도시된 부

분에 한해서만 고압건조기(110)에 대응하는 부호를 기재한다. 이러한 저압건조기(130)는 도시하지 않은 진공펌프 등

에 연결되어 고압건조기(110)의 압력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적정의 압력을 유지된다.

폐기물 이송관(150)은 고압건조기(110)의 폐기물배출구(111b)와 저압건조기 (130)의 폐기물유입구(139a)에 양단이

연결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 이송관(150)은 고압 및 저압건조기(110)(130)가 설정된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획

함과 함께 폐기물이 이송될 수 있도록 밸브(151)를 가지는데, 이러한 밸브(151)는 예컨대 소정주기로 개방되는 로터

리밸브(rotary valve)로 구성될 수 있다.

가열매체 공급수단은 예를 들어 보일러로 구성되며, 고압건조기(110) 히팅재킷(113)의 가열증기 유입구(113a) 및 유

출구(113b)와 관로를 통해 연결되어 가열증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폐회로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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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증발증기 이송수단(160)은 고압건조기(110)의 건조실(112)에서 배출된 증발증기를 저압건조기(130)의 히팅재

킷과 스터러로 유도하는 고압증발증기 유도관 (161)과, 이 고압증발증기 유도관(161)에 설치되어 이물질을 제거하는

사이클론 등의 집진기(162) 및 증발증기를 강제 이송시키는 압송팬(163)으로 이루어진다.

고압증발증기 유도관(161)은 일단이 고압건조기(110)의 증발증기배출구 (119b)에 연결되고, 타단은 저압건조기(13

0)의 가열증기유입구(139a)(140a)들에 각각 연결된다.

저압증발증기 순환유닛(200)은 저압건조기(130)의 증발증기배출구(139b)와 건조실의 한쪽에 양단이 연결되는 저압

증발증기 순환유로(210)와, 저압건조기(130)에서 발생된 증발증기를 저압증발증기 순환유로(210)를 통해 순환시키

는 저압증발증기 이송팬(220)으로 이루어진다.

저압증발증기 순환유로(210)의 상류에는 집진기(230)가 설치되고, 이 저압증발증기 집진기(230)의 후류에는 내부에

냉각수가 순환됨으로써 저압증발증기 중에 포함된 수분을 응축시켜 제거하는 저압증발증기 응축기(240)가 설치되며,

저압증발증기 순환유로(210)의 하류에는 저압증발증기 응축기(240)에서 수분이 제거된 저압건조공기를 적정온도로 

가열시키는 저압건조공기 히터(250)가 설치된다.

이때, 저압증발증기 응축기(240)에는 도시하지는 않았으나, 응축수를 외부로 배수시키기 위한 드레인라인이 연결된

다.

한편, 바람직하기로는 고압건조기(110)에도 그 증발증기를 소정경로를 통해 순환시키면서 수분을 제거한 뒤, 건조실(

112)에 재공급하기 위한 고압증발증기 순 환유닛(300)이 구비된다.

고압증발증기 순환유닛(300) 역시 저압증발증기 순환유닛(200)과 마찬가지로 고압건조기(110)의 증발증기 배출구(

119b)와 건조실(112)의 한쪽에 양단이 연결되는 고압증발증기 순환유로(310)와, 이 고압증발증기 순환유로(310)에 

설치되어 고압증발증기를 순환시키는 고압증발증기 이송팬(320)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고압증발증기 순환유로(310)에는 고압증발증기 집진기(330), 고압증발증기 응축기(340) 및 고압건조공기 

히터(350)가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고압증발증기 이송수단(160)의 고압증발증기 유도관(161)은 고압증발증기 순환유로(310)상의 집진기(33

0)와 고압증발증기 응축기(340) 사이에 연결된다.

이때, 고압증발증기가 분기된 고압증발증기 순환유로(310)와 고압증발증기 유도관(161)의 상류에는 필요에 따라 고

압증발증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순환유로 (310) 또는 유도관(161)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전환시키기 위한 유로전환

밸브(360) (370)들이 설치될 수도 있다.

또한, 보다 바람직하기로는 고압건조기(110)의 후방에 가열매체 공급수단으로부터 그 히팅재킷과 스터러에 직접 가

열증기가 공급되는 제2의 고압건조기(170)가 더 설치된다.

이러한 제2고압건조기(170)는 그 슬러지 투입구(179a)가 고압건조기(110)의 폐기물배출구(111b)와 제2폐기물 이송

관(190)에 의해 연결되는데, 이 제2폐기물 이 송관(190)에는 2개의 고압건조기(110)(170)가 동일 압력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폐기물 이송관(150)과 달리 별도의 밸브를 구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같은 제2고압건조기(170)에도 그 건조실에서 발생된 증발증기를 소정경로로 순환시키면서 수분을 제거한

뒤, 해당 건조실로 재공급하기 위한 제2의 고압증발증기 순환유닛(400)이 함께 구비된다.

제2의 고압증발증기 순환유닛(400) 역시 제2고압건조기(170)의 증발증기배출구(179b)와 건조실 한쪽에 양단이 연

결되는 제2고압증발증기 순환유로(410)와, 제2고압증발증기 이송팬(420)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제2고압증발증기 순

환유로(410)에 제2고압증발증기 집진기(430)와, 제2고압증발증기 응축기(440) 및 제2고압건조공기 히터(450)가 순

차적으로 설치된다.

폐기물 이송유닛(500)은 제1건조유닛(100)의 제2고압건조기(170) 폐기물배출구(171b)에서 배출된 1차 건조 유기성

폐기물을 이송시키는 제1스크류 컨베이어 (screw conveyer:510)와, 제1스크류 컨베이어(510)를 따라 이송된 폐기

물을 제2건조유닛(600)의 상부로 이송시키는 제2스크류 컨베이어(520) 및 제2스크류 컨베이어 (520)에 의해 이송된

폐기물을 후술한 제2건조유닛(600)의 챔버(chamber:610)내로 이송하여 투하하는 폐기물 공급기(530)로 이루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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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스크류 컨베이어(510)와 폐기물 공급기(530)는 수평으로 배치되어 수직으로 간격을 두고 나란하게 설치되고, 제

2스크류 컨베이어(520)는 폐기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양자간에 경사지게 배치된다.

예컨대, 폐기물 공급기(530) 역시 스크류 컨베이어로 구성될 수 있고, 이 폐기물 공급기(530)와 제1 및 제2스크류 컨

베이어(510)(520)의 가이드들은 그 양단에 투입구와 배출구를 갖는 원통형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건조유닛(600)은 제1건조유닛(100)으로부터 이송된 유기성폐기물이 투하되는 챔버(610)와, 챔버(610)내에 설치

되어 낙하되는 폐기물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폐기물을 투입시보다 작은 크기로 분쇄하는 폐기물 분쇄수단(620)(630)

과, 외부의 열원으로부터 발생된 열풍을 챔버(610)내에 공급하여 낙하되는 폐기물의 수분을 증발시키는 열풍공급수

단(640)과, 분쇄 건조된 폐기물을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폐기물 배출수단(650)으로 구성된다.

챔버(610)는 바람직하기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프레임(611)에 의해 수직으로 설치되고, 상부와 하부에 폐기물투입

구(도시하지 않음) 및 배출구(도시하지 않음)를 갖는다.

폐기물 분쇄수단(620)(630)은 예를 들어 2개가 구비되어 챔버(610)의 상부와 하부에 각각 설치된다.

각 폐기물 분쇄수단(620)(630)들은 챔버(610)의 내부에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는 회전축(도시하지 않음)과, 이 회전

축의 외주에 적정각도로 비틀어진 상태로 배열 설치되어 낙하되는 폐기물을 타격하는 다수의 블레이드(도시하지 않

음) 및 회전축을 구동시키는 모터(621)(631)로 구성된다.

모터(621)(631)로부터의 구동력 전달은, 예컨대 모터의 축과 회전축에 풀리 (pulley)를 각각 고정한 뒤 양 풀리에 벨

트를 감아 서로 연결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여기서, 폐기물 분쇄수단(620)(630)이 챔버(610)의 상부와 하부에만 구비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바람직하게는 

양자간에 적어도 1개이상을 더 구비하여 폐기물이 거의 입자상태가 되도록 분쇄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의 함

수율을 거의 제로(zero)상태로 건조시킬 수 있게 된다.

열풍공급수단(640)은 외부 열원, 소정온도로 발열하는 열풍가열기(641)와, 이 열풍가열기(641)에 발생된 열을 챔버(

610)내로 공급시키는 송풍기(도시하지 않음) 및 열풍가열기(641)의 토출구와 챔버(610)의 하부를 연결하는 열풍유

입덕트 (642)로 이루어진다.

열풍가열기(641)는 예컨대 소정온도로 발열하는 대용량의 전열히터 등으로 구성될 수도 있으나, 바람직하기로는 폐

기물을 소각하는 소각로 등의 폐기물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폐가스를 열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각로와 

챔버 (610)를 직접 덕트로 연결한다.

그리고, 챔버(610)의 상부에는 폐기물의 건조에 사용되었던 열풍이 배출되는 열풍배출덕트(643)가 설치된다.

폐기물 배출수단(650)은 기본적으로 챔버(610)의 폐기물배출구에 연이어서 설치되는 스크류 컨베이어(651)로 구성

될 수 있으며, 바람직하기로는 도시된 바와 같이 폐기물을 소정온도로 유지되는 적정길이의 배출로를 통해 배출함으

로써 배출 도중에도 더욱 건조되면서 배출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즉, 챔버(610)의 폐기물배출구에 연이어 설치된 스크류 컨베이어(651) 하부에 폐기물이 낙하되는 통(筒) 모양의 가이

드(653)를 상면 한쪽에 갖는 하우징(652)을 기밀구조로 설치하고, 이 하우징(652)의 내부에 폐기물을 탑재하여 이동

하는 벨트 컨베이어(654)를 수평으로 설치함과 함께 열풍유입덕트(642)에서 분기된 분기덕트(656)를 통해 하우징(6

52)내에 열풍을 공급함으로써 2차 건조된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건조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우징(652)의 상면 타측은 열풍배출덕트(643)와 연결된다. 그리고, 하우징(652)의 다른 쪽 하면에 스크류

컨베이어(655)를 구비하여 폐기물을 수집통(도시하지 않음) 등으로 배출시킨다.

한편, 열풍배출덕트(643)는 후속하는 열풍탈취수단(700)에 연결되며, 그 중간에 챔버(610)와 폐기물 배출수단(650)

의 하우징(652)으로 배출된 열풍을 열풍탈취수단(700)으로 강제 이송시키기 위한 배기송풍기(644)를 갖는다.

여기서, 바람직하기로는 배기송풍기(644)의 후류와 열풍가열기(641) 사이에 열풍순환덕트(645)를 설치하여 배기되

는 열풍의 일부를 열풍가열기(641)로 유도할 수도 있다.

열풍탈취유닛(700)은 하단부가 제2건조유닛(600)의 열풍배출덕트(643)와 연결되어 폐기물의 건조에 사용되었던 폐

열풍이 유입되는 본체(710)와, 통기슬롯 (721)을 가지고 본체(710)내에 설치되는 배플(baffle:720)과, 이 배플(720)

의 상부 에 설치되는 필터(730)와, 외부의 급수원에 연결되어 배플(720)과 필터(730)에 대해 포집수(捕集水)를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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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포집수노즐(740) 및 폐열풍 중의 이물질을 포집한 오수를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오수배출수단으로 이루어진

다.

본체(710)는 원통형으로 구성되고, 상단에 배기구(711)를 갖는다. 이러한 본체(710)는 바람직하기로 사이클론 등의 

집진기(712)를 개재하여 제2건조유닛(600)의 열풍배출덕트(643)와 연결된다.

배플(720)은 통기슬롯(721)의 상부에 원추형의 지붕(722)을 가지며, 예컨대 2개가 구비되어 수직으로 간격을 두고 

배치된다.

포집수노즐(740)은 각 배플(720)과 필터(730)의 상부에 위치되고, 관로를 통해 급수원과 연결되어 배플(720)의 지붕

(722) 및 필터(730)에 포집수를 분사하게 된다.

그리고, 오수배출수단은 본체(710)의 하부에 연결되는 관로와, 이 관로에 설치되어 본체(710)내의 오수를 관로를 통

해 외부로 유출시키기 위한 밸브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다음,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의한 유기성폐기물 건조시스템의 작동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제1건조유닛(100)의 저압건조기(130) 건조실에 예를 들어 탈수 처리된 케익상의 슬러지를 투입하고 장치를 가

동시킨다. 그러면, 슬러지가 스터러에 의해 적정크기로 파쇄되면서 이송되어 본체(131)의 슬러지 배출구(131b)를 통

해 배출되 고, 이에 따라 소정주기로 개방되는 폐기물 이송관(150)의 밸브(151)에 의해 슬러지가 고압건조기(110)의 

건조실(112)로 일정량씩 이송된다.

물론, 이때 고압건조기(110)로 이송되는 초기투입량의 슬러지는 저압건조기 (130)에 가열매체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

이므로 초기의 투입상태로 있게 된다.

이어서, 슬러지가 고압건조기(110)의 건조실(112)로 유입되면, 회전하는 스터러(115)에 의해 슬러지가 적절히 재차 

파쇄됨과 동시에 폐기물배출구(111b) 쪽으로 이송되면서 가열매체 공급수단으로부터 공급되는 고온·고압의 가열증

기에 의해 가열되어 그에 포함된 수분이 증발함으로써 건조되게 된다.

이때, 가열증기는 건조실(112)의 벽체(112a)에 설치된 히팅재킷(113)과 보조 히팅재킷(114)은 물론이고 튜브형태로

이루어진 스터러(115)의 내부에도 함께 공급된다. 따라서 슬러지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건조될 뿐 아니라 방대한 전

열면적에 의해 확실하고 신속하게 건조되게 된다.

즉, 본 발명의 스터러(115)는 복수의 나선형 튜브(118a)(118b)(118c)들로 이루어진 복수조의 날개체(118)들로 구성

되어 그 내부에 가열증기가 공급되는 바, 단순히 히팅재킷에 의존하는 종래에 비해 슬러지와 직접 접촉되는 전열면적

이 대폭 증대되고, 각 날개체(118)들이 슬러지 케익을 적절히 파쇄하기 때문에 슬러지의 내부까지 확실하게 열전달이

이루어져 슬러지가 균일하고 신속하게 건조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건조중인 슬러지의 일부가 그에 포함된 점착성물질에 의해 건조실 (112) 바닥에 고착될 수 있는데, 본 발명은 

스터러(115)의 날개체(118)에 건조실 (112) 바닥에 접촉되는 스크레이퍼(125)를 구비하고 있어 가동중에 수시로 건

조실 (112) 바닥을 긁어주게 되므로 슬러지의 고착도 확실하게 방지된다.

이에 따라 히팅재킷(113)의 전열표면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어 그 전열계수가 최대로 보장되므로, 슬러지 고착으로 

인한 열손실이 최소화되어 건조효율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고압건조기(110)에서의 건조시에 슬러지로부터 발생된 증발증기는 집진기(162)에서 이물질이 걸러

진 뒤, 일부는 고압증발증기 유도관(161)을 통해 가열매체로서 저압건조기(130)로 이송되고, 일부는 고압증발증기 

순환유로 (310)를 통해 고압건조기(110)의 건조실(112)로 재공급된다.

저압건조기(130)의 건조실과 스터러로 압송된 고압건조기(110)의 증발증기는 초기 가열증기보다는 낮지만 증발잠열

이 전혀 제거되지 않은 상태의 고온·고압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저압건조기(130)의 건조실은 고압건조기(110)보다

낮은 압력을 유지하므로 압력에 따른 수분의 비등온도 차이에 따라 저압건조기(130)에서도 활발한 가열이 이루어지

게 된다.

이에 따라 저압건조기(130)의 건조실에 투입된 슬러지의 수분이 고압건조기 (110)에서와 마찬가지로 증발됨으로써 

슬러지가 건조되게 된다.



공개특허 특2003-0072873

- 9 -

즉, 고압건조기(110)의 건조실(112)에서의 슬러지 건조시에 발생된 증발증기를 그에 포함된 증발잠열(수분증발량 1

㎏당 약 500~600㎉ 함유)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저압건조기(130)의 건조실에 공급함으로써 고압건조실(112)과 

저압건조실의 압력차이에 따른 가열매체(증기)의 비등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각각의 건조실(112)에 투입된 슬러지를 

동일하게 증발·건조시키는 것이다.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고압건조실(112)의 압력을 1.5㎏/㎤로 설정하고, 저압건조실의 압력을 0.8㎏/

㎤로 설정한 상태에서, 고압건조실(112)에 1㎏의 슬러지 케익을 투입하고 보일러로부터 압력 3㎏/㎤, 온도 143℃의 

가열증기 1㎏을 공급한다. 그러면, 고압건조실(112)에 투입된 슬러지 케익의 수분이 대략 123℃에서 증발되어 압력 

1.5㎏/㎤, 온도 123℃의 증발증기 1㎏이 발생된다.

이어서, 고압건조실(112)에서 발생된 고압증발증기가 저압건조실로 공급되는데, 이때 저압건조실은 0.8㎏/㎤의 압력

을 유지하므로 투입된 슬러지 케익의 수분이 약 90℃에서 증발되어 압력 0.8㎏/㎤, 온도 90℃의 증발증기 1㎏이 발생

된다.

이때, 고압건조실(112)의 가열온도와 증발온도 차이는 20℃이고, 저압건조실 (R2)의 가열온도와 증발온도 차이는 3

3℃인 바, 고압건조실(112)에서 발생된 증발증기는 저압건조실에 투입된 슬러지 케익을 가열 건조시키기 위한 가열

매체로서 충분한 열량과 온도를 갖는다.

이에 따라 초기투입량의 슬러지를 제외하고는 저압건조기(130)에서 적절히 예열 건조된 뒤, 폐기물 이송관(150)을 

통해 고압건조기(110)로 이송되어 재차 건조되는 과정으로 건조가 진행되게 된다.

한편, 고압증발증기 순환유로(310)로 유입된 고압건조기(110)의 증발증기는 고압증발증기 이송팬(320)에 의해 이동

되면서 응축 및 가열된 후 고압건조기(110) 의 건조실(112)로 재공급됨으로써 고압건조기(110)에서의 건조효율을 

향상시킴과 함께 악취발생을 방지하게 된다.

즉, 고압건조기(110)에서 배출된 고압증발증기는 고압증발증기 응축기(330)를 지나면서 냉각수와의 열교환에 의해 

냉각됨으로써 그에 포함된 수분이 응축수로 제거되고, 이에 따라 정화된 건조공기가 고압건조공기 히터(340)를 지나

면서 적정온도로 가열되어 다시 고압건조기(110)의 건조실(112)로 공급됨으로써 악취의 외부방출이 차단됨과 동시

에 고압건조기(110)에서의 건조속도와 효율 향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저압건조기(130)에서 발생된 증발증기 역시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저압증발증기 이송팬(220)에 의해 저압증

발증기 순환유로(210)를 따라 이동되면서 응축기(240)와 히터(250)에 의해 응축 및 가열된 후 저압건조기(130)의 건

조실로 재공급됨으로써 저압건조기(130)에서의 건조효율을 향상시킴과 함께 악취발생을 방지하게 된다.

이때, 고압 및 저압 증발증기 응축기(330)(240)에서 제거된 응축수와 저압건조기(200)에서 가열매체로 사용된 고압

건조기(100)의 증발증기는 도시하지 않은 드레인라인을 통해 외부로 배수된다.

그리고, 고압건조기(110)에서 재차 건조된 후 배출된 슬러지는 제2의 폐기물 이송관(190)을 통해 제2의 고압건조기(

170)로 이송된다. 제2고압건조기(170)로 이송된 슬러지는 가열매체 공급수단으로부터 공급되는 고온·고압의 가열

증기에 의해 전술한 바와 같은 동작으로 재건조되며, 이때 발생된 제2고압건조기(170)의 증발증기 역시 외부로 배출

되지 않고 제2의 고압증발증기 순환유로(410)를 따라 이동되면서 응축 및 가열되어 그 건조실로 재공급된다.

이와 같이 제1건조유닛(100)을 지나면서 다단계에 걸쳐 연속 건조된 슬러지는 폐기물 이송유닛(500)의 제1 및 제2

스크류 컨베이어(510)(520)를 따라 제2건조유닛(600) 챔버(610)의 상부로 이송된다. 제2건조유닛(600)으로 이송된 

슬러지는 폐기물 이송유닛(500)의 폐기물 공급기(530)에 의해 챔버(610)의 내부에 투하된다.

그러면, 투하된 슬러지가 챔버(610)내에서 낙하되면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상부 폐기물 분쇄수단(620)의 회전축에 구

비되어 있는 다수의 블레이드들에 연속적으로 부딪침으로써 보다 작은 크기로 분쇄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열풍공급수단(640)에 의해 챔버(610)의 하부로 공급되는 고온의 열풍에 접촉되어 가열되고, 이에 따라 

그에 잔존하는 수분이 증발됨으로써 재건조된다. 이때, 슬러지는 상부 폐기물 분쇄수단(620)에 의해 상당히 작은 크

기로 분쇄된 상태일 뿐 아니라 제1건조유닛(100)을 지나면서 상당히 건조된 상태이므로 열풍과의 접촉시 용이하게 

건조된다.

이후, 슬러지는 챔버(610)의 하부로 계속해서 낙하되어 하부 폐기물 분쇄수단(630)의 회전축에 구비된 블레이드에 

재차 부딪침으로써 더욱 작은 크기, 예컨대 거의 입자상태로 분쇄됨과 동시에 열풍과 접촉됨으로써 더욱 건조되어 함

수율이 거의 제로상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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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하부 폐기물 분쇄수단(630)에서는 슬러지가 거의 건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슬러지의 분쇄도 더욱 잘 이루어지게

되고, 건조 효과도 증가된다. 이는 최초에 챔버(610)의 내부로 유입되는 시점에서의 열풍의 온도가 가장 높기 때문인

데, 이 지점이 하부 폐기물 분쇄수단(630)이 위치한 지점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부 폐기물 분쇄수단(630)에 의해 분쇄된 슬러지는 챔버(610) 하부의 폐기물배출구에 설치된 폐기물 배출

수단(650)의 스크류 컨베이어(651)에 의해 하우징(652)내의 벨트 컨베이어(654) 상으로 배출된다.

이에 따라 벨트 컨베이어(654)를 타고 이동하면서 분기덕트(656)를 통해 하우징(652)내로 공급되는 열풍에 의해 최

종적으로 건조된 후, 하우징(652)의 배출구에 설치된 스크류 컨베이어(655)에 의해 외부로 배출된다.

한편, 열풍가열기(641)로부터 공급되어 챔버(610)내에서 낙하되는 슬러지를 건조시킨 폐열풍은 배기송풍기(644)에 

의해서 열풍배출덕트(643)를 따라 강제 배출된 뒤, 열풍탈취유닛(700)의 집진기(712)를 거쳐 본체(710)의 하부로 유

입된다.

열풍탈취유닛(700)의 본체(710)로 유입된 폐열풍은 배플(720)의 통기슬롯 (721)을 통해 그 상부로 이동되고, 필터(7

30)를 거쳐 본체(710)의 배기구(711)를 통해 외부로 배기된다.

이때, 배플(720)의 지붕(722)과 필터(730)에 포집수노즐(740)로부터 포집수가 분사되고, 이에 따라 폐열풍 중에 포

함된 냄새입자 등의 미립자가 포집수에 의해 제거되어 정화된 공기만이 대기중으로 배출되게 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하수종말처리장 등에서 탈수 처리된 슬러지나 음식물쓰레기 등의 유기성폐기물을 다수의 건조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분쇄와 동시에 건조하므로 건조기 등의 단위장치를 최소화할 수 있어 설치면적을 최소

화할 수 있고, 유기성폐기물을 전체적으로 균일하고 확실하게 건조시킬 수 있게 된다.

특히, 장치를 단속운전은 물론 연속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 가동효율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성폐

기물을 매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건조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압건조기(110)에서 발생된 증발증기를 저압건조기(130)의 가열매체로 사용하여 동일량의 가열매체로서 그 

2배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건조시킬 수 있는 반면, 냉각수는 수분 증발량의 50%만 필요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유기성폐기물 건조시스템에 의하면, 일정량의 유기성폐기물 건조시에 발

생된 증발증기를 사용하여 동일량의 다른 폐기물을 단계적으로 건조시킬 수 있어 일정양의 가열매체로 그 2배에 해

당하는 폐기물을 건조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1차 건조된 폐기물을 더욱 잘게 분쇄하면서 소각로 등의 폐열을 사용하

여 연속적으로 건조시킬 수 있는 바, 유기성폐기물을 매우 신속하고 균일하게 건조시킬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건조기의 스터러가 튜브형태로 구성되어 그 내부에도 가열매체가 공급됨은 물론 폐기물을 다단계에 걸쳐 연

속적으로 건조시키게 되므로 유기성폐기물의 건조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장치의 크기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기성폐기물의 건조시에 발생된 증발증기를 응축시켜 수분을 제거한 뒤 건조공기는 건조실로 재공급하여 건

조시에 발생되는 악취가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유기성폐기물 건조의 효율과 속도 및 신뢰성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은 물론, 그 전체 소비에

너지를 크게 절감시킬 수 있는 등의 매우 우수한 효과를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로 다른 압력을 갖도록 밸브를 통해 연결되는 2개의 건조실을 가지고, 고압건조실에 고온·고압의 가열매체를 공

급하여 투입된 유기성폐기물을 가열함과 동시에 고압건조실에서 배출된 증발증기로 저압건조실의 유기성폐기물을 

가열하는 제1건조유닛;

상기 제1건조유닛의 저압건조실에서 배출된 증발증기를 순환시키면서 그에 포함된 수분을 제거하고 저압건조실로 

재공급하는 저압증발증기 순환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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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건조유닛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투하되는 밀폐공간을 가지며, 밀폐공간에서 낙하되는 폐기물에 충격을 가해 

투하시보다 작은 크기로 분쇄함과 동시에 밀폐공간에 열풍을 공급하는 제2건조유닛;

상기 제2건조유닛의 밀폐공간에서 배출된 폐열풍의 악취를 제거하여 배기시키는 열풍탈취유닛;

상기 제1건조유닛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상기 제2건조유닛의 밀폐공간으로 이송시켜 투하하는 폐기물 이송유닛;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성폐기물 건조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건조유닛은,

건조할 유기성폐기물이 투입되며 소정압력으로 유지되는 건조실과, 이 건조실의 벽체에 설치되며 가열매체가 공급되

는 히팅재킷과, 건조실의 내부에 설치되어 구동수단에 의해 회전됨으로써 폐기물을 적정크기로 파쇄 및 이송시키는 

스터러를 갖는 고압건조기와;

건조할 유기성폐기물이 투입되며 고압건조기의 건조실보다 낮은 압력으로 유지되는 건조실과, 이 건조실의 벽체에 

설치되며 가열매체가 공급되는 히팅재킷과, 건조실의 내부에 설치되어 구동수단에 의해 회전됨으로써 폐기물을 적정

크기로 파쇄 및 이송시키는 스터러를 갖는 저압건조기와;

소정주기로 개폐되는 밸브를 가지고 상기 각 건조기 중 어느 한 건조기의 폐기물배출구와 다른 건조기의 폐기물투입

구를 서로 연결시키는 폐기물 이송관과;

상기 고압건조기의 히팅재킷에 소정 압력과 온도의 가열매체를 공급하는 가열매체 공급수단과;

상기 고압건조실내의 유기성폐기물에서 배출된 증발증기를 상기 저압건조기의 히팅재킷으로 공급시키는 고압증발증

기 이송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성폐기물 건조시스템.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저압증발증기 순환유닛은,

양단이 상기 저압건조실의 서로 다른 위치에 연결되는 저압증발증기 순환유로와, 저압증발증기를 저압증발증기 순환

유로를 따라 이동시키는 저압증발증기 이송팬과, 이동중인 저압증발증기를 냉각하여 수분을 응축시키는 저압증발증

기 응축기 및 수분이 제거된 건조공기를 적정온도로 가열하는 저압건조공기 히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

기성폐기물 건조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건조유닛은,

상기 제1건조유닛에서 배출된 유기성폐기물이 투하되는 챔버와;

상기 챔버에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는 회전축과, 이 회전축의 외주에 적정각도로 배열 설치되어 낙하되는 폐기물을 타

격하는 다수의 블레이드 및 상기 회전축을 구동시키는 모터로 구성되고, 상기 챔버내에 수직으로 간격을 두고 배치되

는 적어도 2개의 폐기물 분쇄수단과;

외부의 열원으로부터 발생된 열풍을 상기 챔버내에 공급하여 폐기물 분쇄수단에 의해 분쇄되어 낙하되는 폐기물의 

수분을 증발시키는 열풍공급수단과;

상기 폐기물 분쇄수단에 의해 분쇄된 폐기물을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폐기물 배출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유기성폐기물 건조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열풍탈취유닛은,

하단부가 상기 제2건조유닛 챔버의 열풍배출구와 덕트로 연결되고 상단에 배기구를 갖는 원통형의 본체와, 통기슬롯

및 이 통기슬롯의 상부에 원추형 지붕을 가지고 상기 본체내에 설치되는 적어도 1개의 배플과, 이 배플의 상부에 설

치되는 필터와, 외부의 급수원에 연결되어 상기 배플의 지붕과 필터에 대해 포집수를 분사하는 포집수노즐 및 폐열풍

중의 이물질을 포집하여 상기 본체의 하부로 낙하된 오수를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오수배출수단으로 이루어진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성폐기물 건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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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폐기물 이송유닛은,

상기 제1건조유닛에서 배출된 유기성폐기물을 이송시키는 제1스크류 컨베이어와, 상기 제1스크류 컨베이어에서 배

출된 유기성폐기물을 상기 제2건조유닛 챔버 상부로 이송시키는 제2스크류 컨베이어와, 상기 제2스크류 컨베이어에

서 배출된 폐기물을 상기 챔버의 내부에 투하하는 폐기물 공급기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성폐기물 건조

시스템.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각 건조기의 스터러는,

양 단부가 상기 건조실을 관통하여 로터리조인트에 의해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는 중공의 샤프트와, 이 샤프트에 길이

방향을 따라 일정간격으로 배치되어 상호 적정각도를 이루도록 반경 방향으로 설치되는 다수의 튜브형 서포트와, 나

선곡선에 대응하는 형태를 가지고 상기 서포트들에 길이방향을 따라 일정간격으로 고정되는 복수의 튜브로 이루어진

적어도 1조의 날개체로 구성되어, 그 내부에 가열매체가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성폐기물 건조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스터러의 날개체 중 최외곽에 위치한 튜브에 상기 챔버의 내면을 긁어주기 위한 스크래이퍼가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성폐기물 건조시스템.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양단이 상기 고압건조기 건조실에 연결되는 고압증발증기 순환유로와, 고압증발증기를 고압증발증

기 순환유로를 따라 이동시키는 고압증발증기 이송팬과, 이동중인 고압증발증기를 냉각하여 수분을 응축시키는 고압

증발증기 응축기 및 수분이 제거된 건조공기를 적정온도로 가열하는 고압건조공기 히터로 이루어진 고압증발증기 순

환유닛을 더 구비하며,

상기 고압증발증기 이송수단이 상기 고압증발증기 순환유로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성폐기물 건조시스

템.

청구항 10.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폐기물 배출수단은,

상기 챔버의 하단에 연통하도록 설치되는 스크류 컨베이어와, 이 스크류 컨베이어의 하부에 설치되어 폐기물을 운반

하는 벨트 컨베이어와, 폐기물유입구와 배출구를 가지고 벨트 컨베이어를 수용하는 하우징 및 챔버로 공급되는 열풍

의 일부를 상기 하우징으로 유도하는 열풍분기덕트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성폐기물 건조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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