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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탕유도전극을 이용한 용융물의 출탕방법 및 특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perties and Methods of Electrode System for Tapping of Me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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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or safety and economy reasons, hazardous waste including radioactive waste is desired to be converted into stable 

waste forms with a maximum volume reduction. High temperature melting technology using a plasma torch system can 

effectively treat even the non-flammable waste as desired. By far, one of the most difficult process for melting the 

non-flammable waste is a tapping of melts because the melting point of a residual slag in the tapping hole is high and 

because the viscosity of the melt increases sharply when tapping out. In case of a stationary furnace with a slant 

tapping port on the side of furnace, a certain amount of melts is left in the tapping hole after tapping out. Because of 

this, at every end of a melting cycle, the tapping hole needs to be opened by tapping device. The developed tapping 

device of melts based on both a guide electrode and auxiliary electrode is adequate for the application to discharge of 

melts except that the consumption of the guide electrode is somewhat faster than expected. Melt is collected in the 

water cooled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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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기아크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하여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유해폐기물의 처분안전성과 감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폐기물 용융처리 기술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플라즈마 화염이 갖는 높은 열에너지는 용융점이 높고 분

해하기 힘든 다양한 혼합폐기물을 대상으로 전처리 없이 용융하

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1]. 폐기물을 용융시키

면 발생 초기 폐기물의 부피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최종 폐기

물의 형태로 생성되는 슬랙고화체의 처분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

다[2, 3]. 근래에는 운전 신뢰성이 향상된 혼합형 플라즈마토치가 

개발되어 다양한 혼합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가열 및 

용융할 수 있게 되었다[4]. 그러나 투입폐기물이 용융된 후 용융

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 응고 또는 미용용 상태의 슬래그로 인한 

출탕구 폐색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

다[5]. 용융이 완료되고 나서 용융로 내부의 용융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플라즈마토치의 운전을 중단하여 가열을 멈추게 되면 용

융물의 온도가 저하되기 시작함에 따라 용융물의 점도가 증가되

어 유동성이 저하되어 출탕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6]. 출탕구가 

응고 또는 미용융 슬래그로 폐색되게 되면 개공(開孔)이 매우 힘

들고 심지어는 용융로의 내화물을 해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경사형 구조의 측면 출탕구를 가진 용융로의 경우, 

용융로 내부의 용융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량

의 슬래그가 출탕구에 잔류하게 된다. 종래의 기술로는 폐색된 

출탕구를 개공하기 위해 압축공기 또는 유압 등을 구동원으로 하

는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산소 토치와 같은 별도의 가열원

을 추가로 사용하기도 한다[7]. 본 연구에서는 혼합형 플라즈마

토치의 운전특성을 이용하여 출탕유도전극을 수단으로 한 전기적

인 방법으로 용융로의 출탕구를 개공하는 방법과 특성에 대해 고

찰하였다. 

2. 장치의 구성

2.1 유도전극을 이용한 출탕장치의 구성 

내화물 구조의 이중자켓(double jacket)의 수냉벽으로 된 원통

형 용융로의 측면에 출탕구가 약 40도의 각도로 경사지게 설치

되어 있고, 용융로의 상부에 혼합형 플라즈마 토치가 위치하며, 

하부 바닥 중앙에는 플라즈마 토치의 양극과 통전되는 지름 

80mm의 흑연봉으로 된 주전극(바닥전극, bottom electrode)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출탕구와 인접한 용융로 하부 바닥에 지

름 40mm의 흑연봉으로 된 보조전극이 설치되어 있다. 흑연봉은 

열전도도가 좋기 때문에 흑연봉과 내화물 사이로 용융물이 흘러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흑연봉 전극은 금속홀더에 냉각수

를 순환시켜 냉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출탕구를 따라 용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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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기회로 개략도

Fig. 3 Schematic diagram of electrical circuit 

물에 근접하여 플라즈마 토치의 양극과 통전되어 출탕구에 잔존

하는 용융물을 가열하여 용융시키기 위한 내열성과 내마모성이 

좋은 텅스텐 재질로 된 출탕유도전극과 출탕구를 막고 있는 슬래

그와의 근접거리를 조절하는 이송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출탕구 

밑에는 배출되는 용융물을 담기 위한 원통형 형태의 슬래그 포집

용기가 설치되어 있고, 출탕구 입구에는 금속봉의 끝부분에 내화

물을 부착한 수냉식 태핑 플러그(tapping plug)가 있어 용융공정 

중 출탕구의 슬래그가 고체상태로 유지되어 용융로의 기밀을 유

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투입폐기물의 용융상태, 용탕의 수위 

및 혼합형 플라즈마토치 화염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핀홀 카메라

와 투시창이 용융로 상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열전대를 내화물의 

중간지점에 설치하여 용융로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철, 콘

크리트, 모래 등과 같은 비가연성 폐기물과 목재, 비닐, 면장갑 

등과 같은 가연성 폐기물 등이 섞여 있는 혼합폐기물을 경사형 

구조의 측면 출탕구를 가지는 용융로에서 혼합형 플라즈마토치를 

이용하여 용융하게 되면 액상을 띠게 되며 용탕 내 용융물을 비

중차에 의해 경계층을 형성하여 두 상으로 분리되는데 비중이 낮

은 비금속 용융물은 상층부에, 비중이 높은 금속 용융물은 하층

부에 위치한 용융풀(pool)이 만들어지게 된다. 용융공정이 끝나고 

용융물을 배출하게 되면 용융로 내부에 금속성분을 포함한 용융

물이 일정량의 잔류하게 된다. 용융로 내부에 잔류하고 있는 용

융물은 응고되어 출탕구가 응고된 용융물에 의해 자연적으로 용

융로의 기밀을 유지하는 구조이다. 유도전극을 이용한 출탕장치

의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도와 용융로 각 부분에 대한 사진을 그

림 1과 그림 2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1 출탕장치의 구성 개략도 

Fig. 1 Schematic configuration of tapping system

(a) (b)  (c) (d)

그림 2 용융로의 사진 (a) 상부, (b) 하부, (c) 측면, (d) 내부

Fig. 2 Photos of melter (a) upper side, (b) bottom side,  (c) 

wall side, (d) internal side

2.2 출탕장치의 전기회로 

용융로 내에 생성된 용탕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출탕구 

내부에 응고된 슬래그와 출탕구 언저리의 불완전 용융물을 충분

히 가열하여 용융하고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플

라즈마 토치의 후방전극과 용융로 내부 중앙바닥에 설치된 주전

극 사이에 공급되는 이행형 전류를 출탕구와 인접한 용융로 바닥

에 설치된 보조전극과 용융로 외부측면에 설치된 출탕유도전극을 

통해 흐르도록 마그네틱 컨텍터(magnetic contactor)를 이용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운전상황에 따라 전기회로를 선택적

으로 연결하여 전기아크(electric arc)에 의한 줄열(joule’s heat)

을 발생시켜서 출탕구를 막고 있는 슬래그를 내부가열하여 용융

시키므로써 폐색된 출탕구를 개공한다. 혼합형 플라즈마토치는 

공동형 역극성(reverse polarity)의 토치로서 후방전극과 전방전

극이 한 몸체 내에 있으며, 전극의 재질은 무산소동(oxygen free 

high conductivity copper)이고 하우징이 스테인레스강(SUS 316L) 

재질로 되어 있다. 이 토치에 사용된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소자를 사용한 전원공급장치는 투입폐기물의 

화학적 조성에 의한 전기전도도의 변화에 맞추어 비이행형 운전

과 이행형 운전의 출력비율을 자동 또는 수동 조절하여 운전할 

수 있다. 이행형 운전과 비이행형 운전이 동시에 진행되는 혼합

형 운전 시 토치의 후방전극이 양극(anode)이 되고 토치의 전방

전극, 용융로 내부 바닥중앙에 설치된 주전극, 출탕구와 근접한 

위치의 용융로 내부 바닥에 보조전극 및 용융로 측면 외부에 설

치된 출탕유도전극은 음극(cathode)이 된다. 출탕을 준비하기 위

한 동작 순서는 플라즈마토치의 후방전극과 주전극(bottom 

electrode) 사이에 흐르는 이행형 전류를 보조전극(auxiliary 

electrode)을 통하여 흐르도록 선택하고 출탕구와 인접한 용융물

이 충분히 가열되어 유동성을 갖게 한다. 그 후 플라즈마토치의 

후방전극과 출탕유도전극(guide electrode)사이에 이행형 전류를 

흐르도록 선택하여 출탕구를 막고 있는 슬래그를 내부가열 하여 

개공이 되도록 한다. 이 때 필요에 따라 플라즈마토치의 후방전

극과 출탕유도전극 사이에 흐르는 이행형 전류를 보조전극에도 

동시에 흐르도록 마그네틱 컨텍터를 선택하여 가열할 수도 있다. 

혼합형 플라즈마토치와 용융로 내부 바닥에 설치된 주전극과 보

조전극 그리고 용융로 외부에 설치된 출탕유도전극에 통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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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출탕구 형상

Fig. 5 Shape of tapping hole

그림 6 태핑 플러그의 개략도

Fig. 6 Sketch of tapping plug 

위한 전기회로도와 각 전극에 대한 사진을 그림 3과 그림 4에 

각각 나타내었다.

(a) (b) (c)

그림 4 전극사진 (a) 주전극, (b) 보조전극, (c) 출탕유도전극

Fig. 4 Photos of electrodes (a) main electrode, (b) auxiliary 

electrode. (c) guide electrode for tapping

2.3 출탕구

용융로의 출탕구는 출탕구 외벽의 낮은 온도나 응고상태의 용

융물에 의해 폐색되기 쉬우며, 출탕구 부위의 내화물은 용융물 

배출 시 용융슬래그와 접촉을 계속 하기 때문에 가장 수명이 짧

다. 내화물 구조의 원통형 용융로의 측면에 댐식과 유사하게 설

계된 출탕구는 약 40도의 각도로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으며 연

속식 출탕 또는 간헐식 출탕이 모두 가능하다. 출탕구는 마그네

시아카본질(MgO-C) 내화벽돌을 사용하여 교체 및 보수가 용이

하게 착탈식으로 하였고 출탕시 용융물이 벽에 들러붙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흑연재질의 턱이 설치되어 있다. 출탕구의 태핑플

러그(tapping plug)를 제거하면 용융로 내부의 용융물이 배출되

게 된다. 태핑플러그는 수냉이 되는 원기둥 모양의 금속의 기둥

의 끝부분에 내화물을 부착하여 낮은 온도에 의하여 용융물이 고

체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화물과 용융슬래그가 부착

되지 않도록 접촉부위에 알루미나크롬 캐스타블(castable)을 사용

하였으나 지르코늄(Zr) 내화물 코팅제를 사용하거나 흑연봉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한편, 출탕구에 경사를 둔 이유는 용융물의 배

출이 끝날 무렵 용융물이 적게 흐를 때 배출구의 온도가 떨어지

면서 출탕구의 막힘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출탕구를 통하여 외

부의 공기가 용융로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용융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태핑플러그를 앞으로 당겨서 

출탕구를 막고 있던 용융물이 녹아서 흘러내릴 수 있게 하였다. 

만일 표면부분이 잘 용융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태핑플러그

의 중앙부에 태핑봉(tapping rod)을 넣어 표면을 기계적으로 무

너뜨릴 수 있도록 통로가 만들어져 있다. 일단 작은 구멍을 통해

서라도 용융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곧바로 응고된 표면이 용융되

어 개공 된다. 출탕구에는 용융물의 배출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하부에는 슬래그를 직접 채취

하기 위한 서비스 포트가 설치되어 있다. 출탕구의 형상을 나타

내는 사진과 태핑 플러그의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도를 사진을 그

림 5와 그림 6에 각각 나타내었다. 

2.4 용융물 포집장치

용융로의 하부에는 출탕구로부터 배출되는 용융물을 받기 위

한 드럼(drum) 구조로 된 포집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이 포집장

치는 외부공기가 용융로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기밀을 유지

하고 있으며, 포집장치 홀더 내에서 200리터 드럼이 냉각수와 직

접 접촉하여 수집된 용융물을 냉각하게 되어 있다. 이는 간접냉

각을 할 경우 고온의 용융물이 드럼과 접촉하면 드럼이 녹을 위

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드럼에 포집된 용융물의 양은 포집용기 

홀더의 하부에 설치된 로드셀(load cell)에 의하여 측정된다. 용융

물의 배출이 종료되면 유압장치를 이용하여 홀더를 내리고 레일

을 따라 후방으로 이동시킨 후 드럼리프트(drum lift)를 이용하여 

용융슬래그를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7에 용융물 포

집장치를 나타내었다.

 

그림 7 용융물 포집장치

Fig. 7 Slag collection vessel 

3. 유도전극을 이용한 출탕실험

 

3.1 실험재료 및 용탕형성 

먼저, 유도전극을 이용한 출탕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가연

성 방사성폐기물을 구성하는 물질인 콘크리트 및 철재류를 원료

물질로 하여 지름 및 높이가 각각 300mm인 소형 드럼통에 봉입

한 모의폐기물을 준비하였다. 모의폐기물은 그림 8에 나타내었다. 

모의폐기물은 용융로의 로드록 챔버 뒷부분에 장착된 미니드럼 

게이트를 이용하여 투입장치에 장착된 투입기(pusher)에 의해서 

직접 용융로 내부로 투입되었다. 그리고 나서 혼합형 플라즈마토

치를 가동하여 플라즈마 가스 유량, 용탕표면과 토치간 거리, 운

전전류를 최적화하여 투입된 모의폐기물을 가열하여 용융하였다. 

혼합형 플라즈마토치는 하우징이 스테인레스강(SUS 316L) 재질

로 된 용량 500kW의 공동형 역극성(reverse polarity)의 토치로

서 플라즈마 이행형 화염(transferred arc)에 적당량의 플라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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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출탕유도전극 장치 개략도 

Fig. 10 Sketch of guide electrode device for tapping

비이행형 화염(non-transferred arc)을 포함하여 운전하는 기기

이다. 혼합형 플라즈마토치의 외형은 그림 9에 나타내었다. 혼합

형 플라즈마토치를 운전할 때 용융로 내부를 모니터링하면서 

IGBT 스텍(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stack)의 온/오프 

시간(on/off time)을 조절하여 비이행형 전류와 이행형 전류를 

임의의 비율로 제어한다. 초기에는 폐기물이 어느 정도 용융될 

때까지 비이행형 모드로 운전을 하다가 용탕이 형성되어 전기전

도도가 만족되게 되면 운전방식을 혼합형 또는 이행형 모드로 전

환하여 출력을 조절하고 표면가열과 동시에 주울열(joule's heat)

을 이용한 내부가열을 한다. 혼합형 플라즈마토치를 기동하여 투

입된 폐기물을 가열하기 시작하면 폐기물 표면부터 서서히 용융

되기 시작하는데 초기에는 용융로내에 투입된 비전도성 폐기물이 

고체상태이기 때문에 용융풀(melt pool)의 전기저항이 수 메가옴

(MΩ) 정도로 매우 커서 이행형 전류는 흐르지 못하고 비이행형 

전류만 흐르게 된다. 그러다가 폐기물의 용융이 진행되어 고체층

이 점점 얕아지면서 어느 정도 용융풀에 전기전도도가 형성되면 

이때부터 이행형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고 주울열(joule's heat)에 

의한 폐기물의 내부가열이 진행된다. 일단 용융풀에 이행형전류

가 흐르게 되면 폐기물의 용융이 가속되어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급격하게 이행형전류가 대량(bulk)으로 흐르기 시작하고 설정값

에 도달하게 되는데 용융이 완료된 용체의 전기저항은 수 옴(Ω)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 투입된 폐기물이 충분히 용융이 되면 약 

1,400℃ 이상의 액상을 띠게 되고 용탕 내 용융물의 비중차에 의

해 경계층을 형성하여 두 상으로 분리되는데 상부에는 비금속류

의 용융물이, 그리고 하부에는 금속류의 용융물이 위치한다. 

그림 8 모의폐기물 준비 

Fig. 8 Surrogate preparation 

그림 9 혼합형 플라즈마 토치외형

Fig. 9 Shape of dual mode 

plasma torch

3.2 용융물 출탕공정

용융공정이 완료되면 용융로 내부의 용융물을 배출하기 위하

여 출탕구 언저리의 용융로 내부에 있는 용융물을 충분히 가열하

여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출탕구 내부에 응고된 슬래그를 용

융하여 개공을 하여야 한다. 염기성을 띤 용융슬래그는 고온에서

는 슬래그의 점도가 온도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나 

액상온도(liquidus temperature)에 도달하게 되면 슬래그 내에 

고상입자가 석출되어 약간의 온도 차이에도 슬래그의 점도는 크

게 변화하게 되고, 슬래그의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8]. 본 설비와 같이 경사형 구조의 측면 출탕구를 가진 용융로

의 경우에는 용융슬래그의 배출이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에 따른 용융슬래그의 온도저하로 점도가 빠르게 증가하므로 용

융슬래그의 유동성 관리가 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출

탕구 개공을 위한 종래의 기술은 머드건(mud gun) 또는 산소토

치 등의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 방법은 간헐적인 출

탕을 반복하는 용융시스템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나 본 설비에서

는 출탕유도전극을 수단으로 한 전기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용융

슬래그의 점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내부가열 및 표면

가열이 가능하여 출탕구의 반복적인 개공이 용이하고 최종 용융

물 배출시까지 용융물의 점도와 온도를 유지하면서 원활한 출탕

을 할 수 있다. 플라즈마 토치의 후방전극과 용융로 내부 중앙바

닥에 설치된 주전극(바닥전극, bottom electrode) 사이에 공급되

는 이행형 전류를 차단하고, 먼저 출탕구와 인접한 용융로 바닥

에 설치된 보조전극(auxiliary electrode)과 통전되어 주울열

(joule's heat)을 이용한 내부가열이 될 수 있도록 마그네틱 컨텍

터를 조작한다. 출탕구의 태핑플러그(tapping plug)를 제거하고 

출탕구 언저리의 용융로 내부에 있는 용융물을 충분히 가열하여 

유동성이 확보되면 플라즈마 토치의 후방전극과 용융로 외부에 

설치된 출탕유도전극(guide electrode)과 통전되도록 하고 보호가

스로 아르곤(Ar) 가스를 주입하여 출탕유도전극의 산화를 방지하

면서 출탕구에 잔존하는 슬래그를 가열한다. 출탕유도전극을 안

내하는 이송장치를 조작하여 슬래그와 전극봉과의 근접거리를 조

절하고 전극봉이 접촉되는 부분에서 전기 아크열에 의한 집중적

인 국부가열을 하여 용융이 되도록 한다. 출탕유도전극의 재질은 

전기전도도와 열전도도가 좋고 연속사용 하더라도 내구성이 있으

며 고온에서도 기계적인 성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출탕상황에 따

라 용융물의 온도 및 점도를 유지하기 위해 플라즈마 토치의 후

방전극과 주전극, 보조전극 및 출탕유도전극 등 여러 곳을 동시

에 통전하여 가열할 수도 있다. 한편, 출탕구의 응고된 슬래그를 

용융하여 개공하기 위해서는 출탕유도전극과 슬래그 표면 사이에 

이행형 전류를 최대로 흐르게 조절하여 집중적인 국부 가열을 하

여 용융하게 되는데 출탕유도전극이 산화되어 자주 교체하였다. 

출탕유도전극장치의 개략도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출탕구가 

개공되면 용융로 내부의 용융물은 출탕구의 높이에 이를 때까지 

배출되며 용융물 포집장치로 자연 낙하하여 냉각된다. 포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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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낙하되어 냉각된 용융물의 외관은 암석질의 유리화된 흑갈색 

슬래그이고 비중이 커서 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슬래그의 용

출특성은 급냉될수록 좋아지며, 반대로 강도는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융물이 출탕되고 있는 장면을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a) (b)

그림 11 출탕 사진 (a) 용융물 배출, (b) 슬래그 수집

Fig. 11 Photos of tapping (a) discharge of melts, (b) slag 

collection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출탕유도전극을 수단으로 한 전기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경사형 구조의 측면 출탕구를 가진 용융로의 폐색된 출

탕구를 용이하게 개공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본 용융로는 용

융슬래그의 배출이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융슬래그의 온도

저하가 출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용융슬래그의 

가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출탕구와 근접한 위치의 용융로 내부 바

닥에 보조전극을 설치하고, 출탕구에는 출탕유도전극을 설치하여 

혼합형 플라즈마토치의 운전특성을 이용하여 원활한 출탕을 하였

다. 또한, 출탕이 진행되는 중에도 혼합형 플라즈마토치의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보조전극과 출탕유도전극을 통해 선택적으로 용융

물을 가열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저하에 의한 점도 증가를 방지

하고 유동성을 확보하였다. 향후, 출탕유도전극을 이용한 출탕경

험을 바탕으로 고온의 용융슬래그를 보다 안전하고 용이하게 배

출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출탕장치와 용융슬래그의 유동성 증진

을 위한 슬래그 설계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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