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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각기

요약

본 발명은 소각물을 일시에 투입시켜 높은 상태에서 소각물이 효율적으로 소각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소각도중 발성된 미연소가스를 높은 온도의 열로 재차 연소시켜 주어 완전 연소 및 악취를 탈취시켜 주어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소각기에 관한 것으로,

이는 소정의 가열온도와 송풍되는 에어에 의해 소각물을 소각시켜 주는 소각기에 있어서,

소각로(110)에 소각하고져 하는 소긱물을 일시에 투입시켜 놓은 상태에서 소각불꽃이 소각로의 전면으로 
골고루 분출된 상태에서 소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소부재(400)와,

소각수단(110)의 일측면 상단부에 이로부터 연소된 미연소가스와 악취를 탈취시켜 주는 2차연소부재(50
O)와,

에어공급수단으로부터 일단이 연결되고 타단은 집진기의 배출관 내로 관통시켜 송풍되는 에어에 의해 연
소가스가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가스유도관(600)으로 갖추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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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소각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구성을 보인 소각기의 부분절개 정면도.

제2도는 본 발명의 구성을 보인 소각기의 측단면도.

제3도는 본 발명의 구성을 보인 평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소각로                       400 : 연소부재

410 : 점화버너                    420 : 불꽃유도부

421 : 앵글                          422 : 고정편

500 : 2차연소부재               510 : 2차연소부

520 : 가열버너                    600 : 배기가스유도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소각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소각물을 일시에 투입시켜 놓은 상태에서 소각물이 효율적으로 소각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소
각도중 발생된 미연소가스를 높은 온도의 열로 재차 연소시켜 주어 완전 연소 및 악취를 탈취시켜 주어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소각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각기는 소정의 크기와 형상을 갖고 소각물을 연소시켜 주고 소각물이 연소되면서 발생되는 
연소가스와 분진은 이와 연통된 집진기로 유입되어 분진은 집진되고, 완전 연소된 가스는 대기 중으로 방
출시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종래의 소각기는 투입구를 통해 소각로 내에 소정량의 소각
물을 투입시켜 놓은 상태에서 연소실의 상, 하부로부터 불을 붙여 줌과 아울러, 연소용 공기를 공급시켜 
주어 연소실에 담겨져 있는 소각물을 소각시켜 주게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수시로 소각물을 소각로 내에 
투입시켜 줌으로서 소각물을 소각시켜 주게 된다.

이때, 상기의 연소실 내의 소각온도는 소각물을 소각시켜 줄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온도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각시켜 준 뒤 소각시 발생된 분진이 이와 연통되어 있는 집진기로 이송되어 미연소된 분진
은 하부로 갈아 앉아 집진이 이루어지고 연소시 발생된 연소가스는 대기중으로 방출이 이루어짐으로서, 
소각이 완료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소각기는 소각로 내에 투입된 소각물에 불길을 점화시켜 점화된 불꽃에 의해 
소각물이 소각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많은 량의 소각물을 소각로 내에 투입시켜 주지 못하고 일정량의 
소각물을 수시로 투입시켜 주면서 소각시켜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연소실내의 온도가 소각물을 
소각시켜 줄 수 있을 정도의 온도만을 유지하고 있어 소각시 발생되는 악취가 분지과 함께 집진기로 이송
되어 분진과 분리된 상태에서 그대로 연소가스와 대기 중으로 방출됨으로서 소각물로부터 발생된 악취가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인하여 악취로 인한 공해유발은 물론, 심한 악취에 의하여 정상적인 생활
을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소각시켜 주고자 하는 소각물을 연소실내에 일시에 투입시켜 놓은 상태에서도 
효율적인 소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용상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연소된 
연소가스와 악취를 재차 연소시켜 주어 악취가 열분해에 의해 완전히 탈취된 상태에서 순수한 연소가스만
이 외부로 방출되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각기를 제공함에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본 발명 실시예의 구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도는 본 발명이 적용된 상태를 보인 소각기의 부분 절개정면도이다.

제2도는 본 발명의 구성을 보인 소각기의 확대 측단면도이며,

제3도는 본 발명의 평면도로서, 소정의 크기를 갖고 일면에 소각물의 투입 및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개
폐부(111)가 구성된 소각로(110)가 구성되고, 상기 소각로의 외주연에 물이 담겨져 소각시 발생된 열에 
의해 가열된 소각로를 식혀주는 물저장부(120)가 구성된 소각수단(100)과, 상기 소각수단의 일측에 위치
하여 소각도중 소각로 내부로 적당한 에어를 송풍시켜 주는 에어 공급수단(200)과, 소각수단의 타측으로 
소각로의 상단부와 연통되도록 한 상태에서 소각시 발생된 분진과 연소가스를 분리시켜 연소가스만이 대
기 중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하는 집진기(300)로 구성된 소각기에 있어서, 소각로(110)의 내부에 소각하
고자 하는 소각물을 일시에 투입시켜 놓은 상태에서 소각불꽃이 소각로의 내부 6면으로 골고루 분출되어 
소각물을 효율적으로 소각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연소부재(400)와, 소각수단(100)의 일측면 상단부에 소
각로와 연통되어 소각로의 내부로부터 소각된 미연소가스와 악취가 유입되어 높은 온도에 의해 이들을 재
차 연소시켜 주어 미연소가스가 완전 연소가 이루어짐과 아울러, 악취가 열분해에 의해 탈취될 수 있도록 
하는 2차연소부재(500)와, 에어공급수단으로부터 일단이 연결되고 타단은 집진기의 배출관내로 관통시켜 
송풍되는 에어에 의해 연소가스가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가스유도관(600)으로 갖추어진 것이
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연소부재(400)는  소각로의  일측에  소각물을  점화시켜  주는 점화버너

5-2

1019960021465



(410)를 구성하고, 소각로의 상면을 제외한 전면에 일정한 간격을 갖고 설치되어 점화버너로부터 점화된 
불꽃이 관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개의 불꽃유도부(420)로 구성된다.

이때, 상기의 불꽃유도부(420)는 일면이 개방되는 ㄷ자 형상을 갖는 찬낼(421)이 소각로(110)의 내면과 
소정의 간격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고정편(422)에 임의로 유동할 수 있도록 체결 고정되어 앵글의 내부로 
불꽃이 흐르면서 공간부를 통해 불꽃이 빠져나가 소각물을 소각시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2차연소부재(500)는 소각수단의 상단 일측에 위치시켜 소각로(110)와 집진기 (300)가 각각 연통되
도록 하여 소각로의 내부에서 연소되는 미연소가스가 유입되는 2차연소로(510)를 구성하고, 상기 2차연소
로의 일측에 미연소가스 및 악취를 재차 연소시켜 주는 연소용버너(52O)를 구성하여 되는 것이다.

이때, 연소용버너로부터 가열되는 온도는 약 750-800도를 유지하게 한다.

상기와 같은 구성으로 하는 본 발명의 작용 및 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각로(110)의 일측에 구성된 개폐문(111)을 통해 소각로(110)내에 소각시켜 주고자 하는 소각물을 
투입시켜 주게되는데, 이때 소각물은 소각로에 완전히 담겨질 수 있을 정도로 투입시켜 준다.

이러한 상태에서 열려져 있는 개폐문(111)을 닫아준 상태에서 소각수단(100)의 일측에 구성된 점화버너
(410)를 점화시켜 줌과 아울러, 에어공급수단(200)으로부터 에어가 소각로의 내부로 송풍시켜 발산되는 
불꽃이 소각로(110)의 내부에 투입되어 있는 소각물에 불꽃이 붙어 소각이 시작되면 점화버너는 꺼지게 
되고 에어공급수단은 계속해서 가동되어 소각로의 내부로 에어를 지속적으로 송풍시켜 주게 된다.

상기와 같이 점화버너에 의해 소각물에 불꽃이 점화되면 불꽃에 의해 소각물이 소각되는데, 이때 소각물
을 소각시켜 주는 불꽃은 소각로(110)의 내부 각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불꽃유도부(42O)를 
타고 전면으로 분산됨으로서, 전면에서부터 골고루 소각물이 소각되는 것이다.

이때, 소각로의 상면은 소각물을 가득히 담아주더라도 소각로와 소각물과의 사이에 틈새가 있어 측면에 
설치된 불꽃유도부(420)를 통해 상부로 올라온 불꽃이 소각로와 소각물의 틈새를 통해 불꽃이 흐르게 되
어 있어 상면에는 불꽃유도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상태로 하여 소각물을 소각시 발생된 미연소가스와 악취는 소각로(110)와 연통되어 있는 2차
연소부(510)로 유입되게 되는데, 상기 2차연소부로 유입된 미연소가스는 연소용버너(520)로부터 가열되는 
높은 온도의 열기에 의해 재차 연소시켜 줌과 아울러, 악취를 열분해에 의해 완전히 제거시켜 준 뒤 순수
한 연소가스만이 집진기(300)로 배출되어 이의 내부에서 연소가스에 함유된 분진은 하부로 떨어지고 분진
이 제거된 순수한 연소가스만이 싸이크론(300)의 배기관(310)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는데, 이때 에어공급
부재(200)로부터 인출되어 배기관의 내부로 유입되어 있는 배기가스유도관(600)으로부터 송출되는 에어의 
압력에 의하여 배출되는 연소가스가 원활히 대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인하여 미연소가스가 방출되지 않아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악취가 완전히 탈취되므로서, 악취에 의한 생활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은 소각물을 소각로의 내부에 일시에 투입시켜 놓은 상태에서 불꽃이 소각로의 
전면으로 분산된 상태에서 소각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어 소각도중 수시로 소각물을 투입하여 주어야 하
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소각효율을 향상시켜 주게되는 효과가 있음은 물론, 소각로에서 연소된 미연소가
스와 악취는 소각로와 연통되어 있는 2차연소부재를 거치면서 완전 연소가 이루어짐과 아울러, 악취가 열
분해에 의해 탈취되므로서 순수한 연소가스만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환경 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악취가 
없어 쾌적한 환경은 유지할 수 있게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각물이 담겨지는 소각로(110)가 형성되고, 상기 소각로의 후방측에 에어를 공급시 에어공급수단(200)이 
형성되며, 상기 소각로의 상단 일측으로부터 연결되어 미연소된 가스와 분진을 연소버너(520)에 의해 재
차 연소시켜 주는 2차연소부(110)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에어공급수단으로부터 연결된 상태에서 선단
부가 집진기(300)의 연통에 내장되어 송풍되는 공기에 의해 완전 연소된 가스를 배출시켜줄 수 있도록 유
도시켜 주는 배출가스유도관(600)으로 구성된 소각기에 있어서, 상기 소각로의 내벽면과 바닥면에 각각 
설치하여 공급되는 공기와 불꽃이 소각물에 골고루 분출되어 소각물의 소각효율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불꽃유도부(420)가 갖추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각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불꽃유도부(420)는 일면이 개방된 상태로 절곡된 앵글(421)이 소각로의 벽면과 바닥면에 
일정한 간격을 갖고 돌출된 고정편(422)에 의해 바닥면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고정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소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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