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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음식쓰레기로부터 동물사료를 생산하는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건조되고, 조립화(造粒化, pelletize)된 섬유상의 유기 물질을 제공함으로써 음식 쓰레기로부터 동물 사료

를 생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분쇄되어진 음식쓰레기와 같이 상당량의 습기를 함유하고 

있는 고형체를 농축(thickening)/탈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기본 공정의 연속단계를 나타낸 개략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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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건조성이고, 조립화(pelletized)된, 섬유상의 유기물질을 제공함으로써 음식 쓰레기로부터 동물 사료를 생

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분말된 음식 쓰레기와 같이 상당량의 수분을 함유하는 고형체를 농축(thicke

ning) /탈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동물사료 첨가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합성유기 엉김

제(flocculant)를 이용하는 수분이 기저로 포함된 슬러리(water based slurry)로서의 분말된 음식 쓰레기를 농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수분이 기저로 포함된 슬러리를 농축함으로써 생성된 분리된 액상(상청액 또는 

여과액)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음식쓰레기의 조립화 (pelleization) 및 건조(drying)기술의 한 부분인 압출 성형(extruding) 공정은, 액체-고형체 혼

합물이 수분과 같은 액체를 상당량 포함하고 있을 때는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이 당업계에서 알려져 있다. 미합중국 특

허 제 5,596, 815호(Rice 등)는 건조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수분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런 건조 물질

의 추가는 공정비용을 증가시킨다.

미합중국 특허 제 5,908,634호는 당밀(molasses) 및 10~60% 의 벤토나이트와 제올라이트를 포함하는 분말형 또는

입자형의 동물 사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벤토나이트와 제올라이트는 탈수제로 첨가되어 질소의 방출을 지연시킨다. 

수화된 석회가 조립물 (造粒物, pellet)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칼슘의 원천으로 첨가될 수 있다. 탈수제로서 벤토

나이트와 제올라이트의 첨가는 최고 12시간의 경화시간(curing time)을 필요로 하는 데, 이는 본 발명의 단점이다. 

또한, 최고 60%까지 탈수제의 첨가로 인해 동물 사료의 영양 가치를 감소시킨다.

미합중국 특허 제 5,955,023호는 불수용성의 리그닌(2~40 중량%) 및 결합제가 결합된 리그닌-셀룰로스 물질로부터

혼합입자 생성물(composite particle product)을 형성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상기한 혼합물은 리그닌 결합제와 

리그닌-셀룰로스 물질사이의 굽힘(bending) 및 가교(cross-linking)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열되고 압축된다. 리그닌

은 상기 생성물을 위한 제 1의 접착제로서 기능하며, 리그닌 결합 혼합물로부터 삭편판(particleboard) 생성물을 형

성한다. 이 발명의 단점은 리그닌과 셀룰로스 물질을 결합하기 위하여 열(1~60초 동안 100~240 ℃)사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초의 리그닌-셀룰로스 물질은 대략 30% 또는 그 이하의 수분을 함유하여야 하며, 불수용성의

리그닌은 유기용매에 용해되고 후 에 증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합중국 특허 제 5,958,233호는 발효와 증류 후에 옥수수 폐액(corn stillage)과 같은 수성(aqueous) 고형 잔류물을

탈수하는 방법 및 장치를 게시하고 있다. 수성 고형분 슬러리의 급수스트림(feed stream)은 2 이상의 서브스트림 (su

b-stream)으로 분획되어 있다. 그 중 제 1 서브스트림은 주로 중량의 입자성의 고형분을 포함하며 근본적으로 개선

된 배수가 없는(free-draining) 특징을 갖는다. 제 2 서브스트림은 경량의 입자, 상기 중량입자의 비말된 미세입자 (e

ntrained fines) 및 상기 급수스트림으로부터 생성된 액체의 주요부분을 포함한다. 배수가 없는 서브스트림은 스크린 

원심분리기(screen centrifuge)나 스크루 프레스(screw press)와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탈수되는데, 상기한 장치는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고형분을 함유하고 있는 케이크(cake)를 생성시킨다. 급수 스트림으로부터 남은 액체는, 건조

되어 동물사료를 생성할 수 있는 탈수된 고형분과 혼합되기 전에 건조증발기에서 농축된다. 이 과정의 단점은 배수가

없는 서브스트림으로부터 분리된 액상(liquid phase) 및 경량의 입자를 포함하는 제 2의 서브스트림이 건조증발되지 

않는 한, 잠재적인 동물사료가 될 수 있는 경량의 입자를 포함하는 제 2의 서브스트림에서 영양의 손실이다. 그러나 

액상의 증발은 비경제적이다. 이 과정의 또다른 단점은 옥수수 폐액과 같은 지방이 없는 물질에 한정됨에 따라, 배수

가 없는 서브스트림을 탈수하는 방법은 배수가 없는 특성이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지방이 풍부한 물질에 사용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 5,976,594호는 음식쓰레기가 현탁될 수 있도록 혼합조에 서 분말된 음식 쓰레기를 교반하는 것을 

포함하여 음식 쓰레기를 동물 사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 생성 시스템은 일련의 파이프와 탱크를 포

함하고 있는데, 이 파이프와 탱크를 통하여 음식 쓰레기가 가공되고 탈수되어 궁극적으로 동물 사료로 전환된다. 건

조된 사료 저장물이 탈수물질로서 첨가되고, 그 혼합물은 습윤성의 조립물(moist pellet)로 전환되며, 상기 조립물은 

계속되는 분배를 위하여 건조되고 조립된다. 이 과정의 단점은 음식 쓰레기의 부적당한 탈수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탈수제를 첨가하여야 하는데, 이는 동물 사료를 비경제적으로 만든다는 데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 6,030,565호와 제 6,194,065호는 분말성의 광물과 혼합됨으로써 최초 혼합물을 생성하는 건조성

의, 입자화된, 섬유상의 유기물질을 제공함으로써 제조되는 응집물(agglomerate) 및 제조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제 2

의 혼합물을 수득하기 위하여 결합제가 최초 혼합물에 첨가된다. 응집 접시(agglomeration dish)에서 제 2 혼합물을 

응집시키고 상기 응집물을 건조시키면 희망하는 건조 상태가 된다. 이 방법의 단점은 결합제의 첨가 및 가열된 스크

루프레스에서 섬유상의 유기물질의 처리로 인하여 최종 생성물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또한, 상기 응집 과정은

화학 접착제, 수지 및 녹말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결합제가 첨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물질들은 동물 사

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미합중국 특허 제 6,106,673호는 발효과정의 부산물을 그 구성성분으로 분리하는 방법과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상기 부산물의 기저 성분(base component)으로부터 오일을 분리하기 위하여 상기 부산물을 포함하는 혼합물

을 가 열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오일의 분리 후 상기 기저 생성물, 상기 오일 및 증발(약 140 ℉~ 250℉)에 의하여

상기 혼합물로부터 형성된 당밀과 같은 다른 물질을 회수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이 방법의 단점은 과도한 에너지 소

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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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특허 제 6,132,625호는 본질적으로는 수성 스트림을 정화하고, 선택적으로는 음식 처리 작업으로부터 생고

형물질(biosolids), 특히 단백질을 분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상기한 생고형물질을 응집

시키기 위하여 폴리규산염 마이크로젤(polysilicate microgel) 및 유기 중합체 (저분자량 및 고분자량의 2개의 양이온

응집제)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음이온성의, 무기, 콜로이드성의 물질과 생고형물질을 포함하는 수성 스트

림의 접촉을 포함한다. 상기 생고형물질을 응집시키기 위하여 본질적으로 수성 스트림을 정화하고 선택적으로 음식 

처리 작업으로부터 생고형물질, 특히 단백질을 분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는데, 상기 방법은 음이온

화된 무기 콜로이드 및 유기 중합체가 혼합되어 있는 생고형물질을 포함하는 수성 스트림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 발

명의 단점은 생고형물질, 특히 단백질을 포함하는 본질적으로 수성 스트림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양질의 동물 사료는

단백질에 대하여 최적의 비율로서 지방을 포함한다. 만약 그와 같은 수성 스트림이 음식 쓰레기로부터 분리되면, 합성

유기 엉김제만을 사용하여 처리될 수 없는, 고농도의 처리하기 힘든 유기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 5,891,254호는 가수분해된 폴리아크릴아미드에 의하여 수성 당용액(aqueous sugar solution)을 

정화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이 발명은 상기한 방법의 변형 내에서 상청액의 처리와 관련하여 당액(sugar juice)

의 정화를 기술하고 있다. 이 발명은 슬러지(sludge)를 사용 후 버릴 수 있는(disposable) 잔여물로 고려하는 반면, 정

화된 액(juice)을 최종적인 생성물로 고려한다. 고형체와 결합한 중합체는 폐슬러지와 함께 제거되고, 최종생성물(당

액)에 대한 그 효과는 무시된다. 이 발명의 가장 큰 단점은 당액 생성에만 한정되며, 따라서 동물 사료로 고려되었을 

때, 상기 슬러지는 상기 특허의 주제가 아닌, 필요한 지방-단백질 비율을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된다는 것이다. 이 발

명의 또 다른 단점은 주로 탄수화물로 구성된 당액과 같이 비교적 정화된 액체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액체는 

가수분해된 중합체와 함께 처리되며, 따라서 상기한 방법은 유기물질의 붕괴과정이 보충되지 않는다면 지방 및 단백

질로 오염된 액체에 대해서는 사용될 수 없다.

미합중국 특허 제 5,759,568호는 폐기물 스트림에 벤토나이트와 중합체를 첨가하는 것에 근거하여 폐기물로부터 동

물 사료를 생성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 특허에서는 적어도 3개의 수성스트림의 결합에 의하여 최종생성물이 

상당히 희석될 수 있도록 하는 처리에 관한 흐름(flow)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고형-수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부양법(f

lotation method)을 사용함으로써 유출수를 하수 시스템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확증된다. 이 발명의 본질적인 단점

은 부양법은 결국 풍부한 수분을 포함하는 별도의 고형성분 및 여분의 현탁된 고형성분을 포함하는 유출수를 생성한

다는 것이다. 이 발명은 지방과 단백질 모두를 포함하는 고형성분의 분리로 인하여 생성된 고농도 유기물질의 붕괴에

대해서는 개시하고 있지 않아 희석된 스트림에 한정된다. 이 발명은 슬러지의 탈수를 위하여 여과 프레스(벨트 프레 

스)의 사용을 취하고 있어 상기한 방법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킨다. 또한 상기 여과액에는 분리되어야 하고 붕괴 및 분

리 방법을 결합 사용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여분의 용해되고 콜로이드 상태의 유기물질을 과량 포함되어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 6,132,625호는 상분리를 위하여 무기 및 유기 응고(coagulation)-엉김(flocculation) 수단을 결합

하는 사용법을 나타내고 있다. 무기 응고제를 사용하면 최종적 생성물은 동물사료 첨가제로서 쓸모 없게 만들고, 결국

이 발명은 음식 쓰레기로부터 동물사료를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미합중국 특허 제 4,782,517호는 부양 슬러지와 활성 슬러지로부터 동물 사료의 생성을 나타내고 있다. 최종적인 동

물 사료의 구성성분으로 고려되는 응집제 및 엉김제 뿐만 아니라 지방을 제거하기 위하여 목재 조각(wood chip)과 

같은 팽화제(bulking agent)가 첨가되었다. 이 발명에서의 액상(상청액)은 상기 시스템에서 제거되지 않고 배치(batc

h)로 첨가된다. 따라서, 상기 액체가 증발됨에 따라 상당량의 에너지가 비효율적으로 소모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지방의 유화작용(emulsification) 없이 지방을 포함하는 음식 쓰레기를 분쇄하고, 동물 사료 첨가제

로 승인된 적절한 합성유기 엉김제를 사용하여 상기 분쇄(분말)된 음식 쓰레기를 농축(thickening)하는 연속적인 방

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농축된 음식 쓰레기는 조립물 과다 액체 증발(pellet excess liquid evaporation) 과정이

수반됨으로써 성형(조립화)되기 쉬운 저수분 함량 생성물이 바람직하다. 상기 농축과정에서 분리된 액상은 재활용에 

사용될 수 있는 고순도의 최종 유출수(effluent)와, 동물 사료 첨가제로서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슬러지를 제공

하도록 처리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분말된 음식쓰레기를 적절한 합성유기 엉김제와 혼합하고 농축이 수반되는 연속적인 방법

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적절한 상분리 과정과 상기 유기물질의 분해 및/ 혹은 흡착 과정을 결합함으로써 상기 농축

과정으로부터 기인하는 상기 액상처리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한 목적에 따라, 본 발명은 음식 쓰레기를 분쇄(분말)한 후, 동물 사료 첨가제로 승인된 적절한 합성유기 엉김제

를 사용하여 상기 분말된 음식 쓰레기를 농축시킴으로써 저수분 생성물을 생성하는 단계 및; 동물 사료 첨가제로 사

용할 수 있는 고순도의 최종 유출수와 막대한 슬러지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에 의하여 상기 액상을 처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음식 쓰레기로부터 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시스템과 방법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음식 쓰레기의 가공과 관련하여 본 발명의 기본 공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미가공 음식쓰레기(1)는 수신 핏(recei

ving pit)으로부터 분쇄기(2)로 이송되고 분쇄기에서 상기 음식 쓰레기는 대략 1/4 인치(6 밀리미터) 크기로 분말되어

다음 공정, 즉, 후술하는 것과 같이 분말된 음식 쓰레기를 응집시키는 농축 단계를 위한 충분한 접촉영역을 제공한다.

분말된 쓰레기는 포지티브 디스플레이스먼트 펌프(positive displacement pump), 바람직하게는 플런저 펌프(pl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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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pump)에 의하여 서브머서블 믹서(submersible mixer), 바람직하게는 프로펠러 교반기(propeller mixer)가 장착된

균일조(4)로 유입된다. 상기 균일조(4)는 원통형(평평한 바닥 또는 원뿔형의 바닥을 갖춘), 직사각형 또는 탱크 부피 

전체를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일 수 있다. 포지티브 디스플레이스먼트 펌프, 바람직하게는 플런저 펌프(

5)는 균일화된 생음식 쓰레기를 교반기(6)으로 이송한다. 응집 중합체(13), 바람직하게는 GRAS(generally recogniz

ed as safe) 계열의 합성유기 양이온 폴리아민 또는 폴리 디알릴디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polyDADMAC, poly(diall

y dimethyl ammonium chloride))의 엉김제 (flocculant)는 용액 제조과정에서 효율적인 농도(대략 건조쓰레기 1톤

당 2.5~4.0kg, 바람직하게는 약 2.9~3.2 kg/ton)로 희석되고, 정량 장치(dosing unit, 14)는 초기 침전물(floc)의 응

집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반기(6)에 도입된다. 'GRAS 계열(GRAS series)'이란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청(FDA)로부터 

일반안전물질로 승인을 얻은 것임을 의미한다. 사일로(silo,7)에 저장된 수화된 석회는 저장조(8)에서 약 30% 농도로

희석된 후 정량 펌프(dosing pump, 9)에 의하여 머드탱크(mud tank, 10)로 유입된다. 상기 머드탱크(10)에서 수화된

석회는 대략 5% 농도의 석회 슬러리로 희석되고, 상기 석회 슬러리는 펌프(11)에 의하여 급송선(feed line, 12)을 경

유하여 pH 제어 장치(17)에 의하여 최적 pH 수준, 바람직하게는 pH 8.0~9.0의 범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반기(6)내

로 유입된다. 벤토나이트는 보다 신속하고, 보다 많은 물 응집을 제공하기 위하여 석회와 동시에 머드탱크(10)로 추후

유입된다.

음이온 엉김제(15), 바람직하게는 GRAS 계열의 고분자량(대략 8백만~2천만, 바람직하게는 1,200~1,400만 분자량)

의 폴리아크릴아미드는 용액 제조과정에서 효율적인 농도(전체적으로 상기한 양이온 응집 중합체의 정량보다 5배 내

지 10배 가량 낮은 농도, 바람직하게는 6배 내지 7배 가량 낮은 농도)로 희석되고, 정량 장치(16)가 침전물 형성을 제

공하기 위하여 교반기(6)에 유입되어 상기 응집체로부터 자유수(free water, 액상)를 방출한다. 교반기(6)는 회분식 

반응기(batch reactor)로 작동한다. 수화된 석회 슬러리가 미가공 음식 쓰레기와 동시에 유입된다; 5~7 분의 혼합 후

에 상기 응집 중합체가 교반기(6)에 유입되고 상기 음이온 엉김제는 약 7~12분의 간격을 두고 상기 응집 중합체 다음

에 교반기에 유입된다. 상기 응집 및 엉김 반응은 30분 내지 1시간의 잔류시간 (residence time)내에 진행된다. 교반

기(6)내에서 유도되는 공정은 음식 쓰레기의 조절(conditioning)공정이다. 상기 조절된 음식 쓰레기는 포지티브 디스

플레이스먼트 펌프(18)에 의해 상분리가 일어나는 농축장치(thickener, 19)로 이송된다. 액상(28)은 조절된 음식 쓰

레기로부터 걸러지고, 용해된 물질 및 콜로이드성 물질을 포함하는 미세하게 현탁된 고형분은 분리처리과정(separat

e treatment train)으로 이송되고, 농축된 음식 쓰레기인 고형상(20)은 고형상 혼합기(21)로 이송된다. 제분된 사료(

wheat midds), 입자성 쿠키 또는 다른 제빵제품과 같은 교정제로서의 건조수송체(dry carrier, 22)는 고형상의 수분

함량을 바람직하게는 50%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기 혼합기(21)에 유입된다. 상기 액상 처리과정내에서 제거된 

지방은 적절한 지방-단백질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혼합기(21)로 방출된다. 혼합기(21)는 고형상 조절 반응기로 고려

된다. 상기 조절된 고형상은 성형공정에 의하여 습윤성의 고형상 조립물(pellets)로 형성되는 펠렛타이저(pelletizer, 

23)로 이송된다. 상기 습윤성의 고형상 조립물(24)은 건조기(25)로 이송되고, 그 곳에서 수분(26)은 증발되며, 동물 

사료로서 건조된 최종 생성물(27)은 수요자에게 분배된다.

상기 액상 처리공정은 서브머서블 믹서(submersible mixer), 바람직하게는 프로펠러 믹서가 장착된 액상 균일 및 저

장조(29)로부터 개시된다. 상기 액상 균일조는 바람직하지 않은 때 이른 상분리를 방지하는 데, 원통형(평저 혹은 원

뿔저), 직사각형 또는 상기 탱크 부피 전체를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일 수 있다. 균일화된 액상은 그리스 

및 지방 회수장치(grease and fat recovery system, 30)로 들어가고 상기 회수장치로부터 제거된 지방(48)은 드럼 

또는 용기(49)에 모아진다. 반면, 지방이 제거된 액체는 화학적 산화로(chemical oxidation reactor, 31)로 향한다. 

상기 액상에 포함된 용해된 유기물질 및 콜로이드성 유기물질의 화학적 산화를 위해서 과산화수소, 오존 또는 이산화

염소와 같은 산화제, 혹은 상기한 산화제 중 어느 하나와 자외선 방사의 결합 같은 강력한 산화제가 사용될 수 있다. 

펌프(32)는 산화된 유기물질을 포함하는 액체 흐름(liquid flow)을 물리적-화학적 처리장치로 이송시킨다. 연속적으

로 배열된 2 이상의 콤파트먼트(compartment, 33, 34)를 포함하고 있는 물리적-화학적 반응기가 용액내의 양이온 

엉김제(43)와 음이온 엉김제(45)를 결합 사용하여 산화된 입자의 엉김을 위하여 사용되는데, 상기한 엉김제들은 각각

의 대응되는 장치(44, 46)에서 제조되어 상기한 콤파트먼트로 유입된다. 콤파트먼트(33,34)는 여과장치가 고정된 입

자 바닥(granular beds) 혹은 이동성의 입자 바닥을 갖느냐에 따라 완전 혼합반응기(mixing reactor) 혹은 접촉 엉김

반응기(flocculant reactor)일 수 있다. 고순도의 액상 처리된 유출수를 얻기 위하여 탄소흡착 반응기(35) 및/혹은 이

온교환반응기(36)가 물리적-화학적 처리반응장치에 첨가된다. 궁극적으로, 반응기(35,36)는 경화와 암모니아를 연

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2단계의 이온교환반응기일 수 있다. 선택적으로는 상기 접촉엉김 과정은 제 1단계(33, 34)에

서 상향 스트림 여과과정 및 제 2단계(35, 36)에서 하향 스트림 여과과정으로 구성되는 2단계 과정으로 수행될 수 있

다. 접촉엉김 여과장치의 공기-물의 역류(backwash)를 위하여 공기압축기(47) 가 사용되며, 모든 반응용액의 제조를

위하여 최종 처리된 유출수(37) 및 공정수(38)가 사용된다. 공정수(38)는 탱크(53)에 저장되며, 여과장치의 역류를 

위하여 펌프(54)가 사용된다. 여과기 역류에 의한 오수(50)는 탱크(51)에 저장된 후에 펌프(52)에 의하여 교반기(6)

로 이송된다. 반응기(35)가 이온교환 반응기라면, 산(acid) 또는 염용액(39)은 급송장치(feeder, 40) 및 정량펌프(42)

가 장착된 탱크(41) 내에서 제조된다. 선택적으로, 이온교환 물질 재생으로부터 생성된 유출수는 탱크(51)에 모아져

서 중화를 위하여 교반기(6)로 방출된다.

하기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의 효능을 예시한다. 하기의 결과는 본 발명의 방법을 실험적 규모의 검증(

bench-scale test)에 의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하루에 100톤의 음씩 쓰레기를 동물 사료로 전환하는 공정을 위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 실시예는 참증으로 제시된 미합중국 특허 제 5,596,815호와 비교되었으며, 상기한 비교는 표 

1에 예시되어 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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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흐름 개략도의 위치

물질의 질량

본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 미합중국 특허 제 5,596,815호

고형분(ton) 수분(ton) 습도(%) 고형분(ton) 수분(ton) 습도(%)

입구(inlet) 26 74 74 26 74 74

교반기(본발명에서는 제 2의

교반기,전형적으로는 유일한

교반기)

26 38 60 116 84 42

펠렛타이저

(pelletizer)
32 38 54.3 116 84 42

출구

(outlet)

수증기 - 33 - - 68 -

생성물 32 5 13.5 116 16 12.1

상기한 것처럼, 동물 사료 첨가제로 입증된 적절한 엉김수단을 도입하고 벤토나이트를 첨가하는 과정이 수반되는 pH

조절기를 사용하고, 스크루 프레스에 의하여 수분 36톤을 제거함으로써, 미가공 음식 쓰레기의 수분함량은 74%에서 

60%로 감소되었다. 계속되는 수분의 감소는 건조수송체 6톤을 첨가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반면, 미합중국 특허 제 5,

596,815호에 의한 미가공 음식 쓰레기의 수분함량의 74%에서 42%로의 감소는 건조수송체 100톤을 첨가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음식 쓰레기 수분함량의 대략적인 45~55% 감소는 수반되는 상기 쓰레기의 효과적인 조립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12~13.5%의 수분함량을 갖는 최종 생성물을 수득하기 위하여 조립화된 생성물을 열건조 하는 것은 비용

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다. 미합중국 특허 제 5,596,815호에 의하여 증발되는 수분의 양은 68톤인 반면, 본발명

에서는 33톤이다.

계속되는 실험에서 공업적 크기의 탈수장비- 그에 상응하는 보조장비가 부착 된 스크루 프레스-를 사용하는 상업적 

규모의 검증 (pilot-scale test)이 수행되었다. 본 발명의 방법은 미합중국 특허 제 5,596,815호의 방법과 비교하여 

건조과정에서 증발되는 수분의 양이 상당히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유입되는 건조 수송체의 양도 상당히 감소하였다.

1회분의 분쇄된 미가공음식 쓰레기 460 리터가 제조되어 1,160 리터의 혼합기내에서 기계적 교반기에 의해 혼합되

었다. 상기 반응물을 더 잘 혼합시키기 위하여 미가공음식 쓰레기는 공정수에 의하여 30%로 희석되었다. 30% 농도

의 수화된 석회 슬러리를 10g/l 적량 첨가하면 pH가 8.0~9.0으로 조절되었고, 조절된 pH는 향상된 엉김을 제공하였

다. 12g/리터 (최초 미가공음식 쓰레기의 양에 상대적으로 계산되었다)로 적량된 벤토나이트는 상기 혼합기에 유입된

후, GRAS(일반적으로 안정성이 인정된) 중합체 240G (Cytec Industries, Inc.)의 0.5% 용액이 상기 혼합기에 유입

되었다. 상기 중합체의 적량(dosage)은 미가공 음식 쓰레기의 건조톤(dry ton)당 1.9kg 이었다. 상기와 같이 처리된 

혼합물은 스크루프레스에서 탈수되어 68%의 수분함량을 갖는 탈수된 생성물을 형성하였다. 추가적인 수분의 감소는

적절한 건조 수송체를 상대적으로 적은 양 첨가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본 발명이 특정한 실시예에 대하여 기술되었으나, 본 발명의 수 많은 다른 형태와 변형이 당업자에게는 자명할 것임

은 분명하다. 하기 청구항과 본 발명은 본발명의 진정한 정신과 범위내에 있는 모든 명백한 형태와 변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총체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것과 같이 본 발명은 동물 사료 첨가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합성유기 엉김제를 사용하여 분말된 음식 쓰레기를 

농축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건조 수송체를 첨가하여 미가공음식 쓰레기를 동물 사료로 전환할 수 있고, 지

방이 함유된 음식 쓰레기에도 응용될 수 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적게 건조시키면서도 본 발명의 농축과정에서 분리되는 액상은 고순도

의 최종 유출수로 재활용될 수 있어,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음식쓰레기를 동물사료로 전환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음식쓰레기를 분쇄하여 분말된(ground) 음식쓰레기를 형성하는 단계;

(b) 유기 양이온성 폴리아민 또는 폴리 디알릴디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polyDADMAC, poly(dially dimethyl ammo

nium chloride))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응집중합체(agglomerating polymer)와, 폴리아크릴아미드로 구

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음이온 엉김제(anionic flocculant)를 상기 분말된 음식쓰레기를 응집시킬 수 있도록 사

용하여 상기 분말된 음식쓰레기를 농축(thickening)함으로써 저(low)수분 생성물 및 별도의 액상을 형성하는 단계;

(c) 상기 저수분 생성물에 분쇄사료(miilfeed), 제빵 생성물로 이루어진 군중에서 선택되는 건조 수송체(carrier)를 첨

가하는 단계; 및

(d) 재활용을 위한 고순도의 유출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한 액상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등록특허  10-0470094

- 6 -

상기 모든 단계의 pH는 약 8 - 9인 음식쓰레기로부터 동물 사료를 생산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음식쓰레기는 6 밀리미터 미만으로 분말되는 음식쓰레기로부터 동물사료를 생산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분말된 음식쓰레기는 상기 농축 단계를 위하여 충분한 접촉 영역을 제공하는 음식쓰레기로부터 동물사료를 생

산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수화된 석회 슬러리가 분말된 음식쓰레기와 함께 유입되는 음식쓰레기로부터 동물사료를 생산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아크릴아미드는 8,000,000 - 20,000,000의 분자량을 갖는 음식쓰레기로부터 동물사료를 생산하는 방법.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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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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