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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물 개질반응 고속선회 소각로 시험 설비를 제작하였다. 개질 반응실과 연소실은 직접 연결이 되게 하였다. 소각
로와 집진 장치는 일체형으로 만들어 2중 격벽식 공기 냉각 구조로 만들었다.  송풍기를 집진장치 내부에 내장하여 공간
적으로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집진부의 옆에 부착된 다수의 집진통을 이용하여 분진을 수거하여 백필터가 별도로 필요 
없는 축류 유동형 다단식 집진장치를 적용하였다. 배출되는 가스 중 다이옥신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의 결과를 얻었
다. 배출가스와 중금속을 측정한 결과 환경기준치 이하의 결과를 얻었다.  

주제어 : 소각로, 집진기, 연소기, 노, 폐기물

Abstract  A water reforming reaction high-speed turning incinerator test facility was prepared. The 
reforming reaction chamber and the combustion chamber were directly connected. The incinerator and 
dust collecting device were integrated and made into a double bulkhead type air cooling structure. The 
blower is built into the dust collector to improve spatial efficiency. An axial flow type multi-stage dust 
collector was applied by collecting dust by using a plurality of dust collecting bins attached to the side 
of the dust collecting part. As a result of measuring dioxin among the exhausted gases, results below 
the standard value were obtained. As a result of measuring exhaust gas and heavy metals, results were 
obtained below the environment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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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연성폐기물을 열분해 용융하는 방법은 고급연료화
를 위한 열분해 기술과 제철산업에서 사용하는 용융기술
을 접목한 것으로 다이옥신 및 중금속 문제를 해결하는 
폐기물처리기술이다[1]. 유기성폐기물을 고형화 하여 석
탄과 혼합 연소시키는 기술[2]이나 환경호르몬에 관한 연
구[3] 및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4-10]. 한편 대형 소각로는 

다이옥신 제거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
지만 소형소각로의 오염물질 제어 성능과, 운전관리, 경
제성 등에 의해서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한편 섬이 많은 
인도네시아나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 가연성 쓰레기를 소
각시키기 위하여 소형소각로의 수요가 생기면서 국내 생
산 업체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소형소각로는 고속
도로 휴게소[11], 공장[12], 학교[13,14] 등 소규모 가연
성 쓰레기가 나오는 곳에서 사용되어왔으나, 환경적인 문
제야기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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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여러 종류의 가연성 쓰레기를 혼합하여 소각
하는 것에 관해서도 연구되어 지고 있다[15]. 본 연구에
서는 섬이 많은 동남아시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
형소각로에 대하여 단순한 구조와 고효율을 가지는 고온 
개질가스화 고속선회 소각로를 제작하고 가동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16,17].

2. 개질가스화 고속선회 소각로

2.1 개질가스화 고속선회 소각로
개발된 고속선회 고온 개질 소각로는 유입공기의 소각

로 내부 순환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해 소각로 내주면에 
외부공기를 고속선회시키고 배출시키는 공기 냉각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단열판을 이용한 열차폐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각로 외주연을 통한 열의 방출을 방지하여 열에 
의한 화상의 염려가 없게 하였다. 내부의 쓰레기가 완전 
연소될 때까지 소각로 내부의 불씨를 꺼지지 않도록 유
지하고, 완전히 타지 않은 쓰레기를 완전 연소되도록 연
료를 공급하며, 완전 연소되는 과정 중 소각로 내부에서 
발생한 먼지를 별도로 모아서 저장하고 여과하여 깨끗한 
공기만 외부로 방출시키도록 설계되었다.

고속선회 고온 개질 소각로의 구조는 원통형 모양으로 
상단에 배기통공이 있는 배기내통과, 상단 내측에 배기내
통이 고정되고 하단에 배기외통갓부가 설치되었다. 선단
에 프랜지가 형성된 배기외통과, 배기관부를 설치했으며, 
외부로 절곡된 걸림턱부가 있으며 상부내통갓 위쪽 몸체
에 배출공이 여러 개 만들어져 몸체하부 안쪽에 집진갓
이 고정된 내통몸체가 있는 상부내통을 설치하였다. 배기
외통의 하단프랜지에 관결합되는 상단프랜지가 설치하고 
내주연에 상부내통의 걸림턱부가 걸려 고정되는 지지턱
부가 있는 상부외통을 설치하였다. 상단이 상부외통의 하
단과 관결합되고 몸체 한쪽에 축결합되어 투시창을 갖는 
투입문에 의해 개폐되는 외측투입구가 있으며, 공기유입
구가와 재출구가 있으며 집진공이 형성되는 하부외통 및 
하부외통의 내측에 위치되어 재출구 연장선상에 내측재
출구가 있다. 상단부와 하부에 개질수유입관과 연료유입
관이 결합되는 유입관공이 있으며 몸체하부 안쪽에 물받
이가 결합되고 물받이통이 결합되는 하부내통을 설치하
였다.

높은 연소온도에 의해 물과 연소공기를 열분해시켜 가
연성 폐기물을 초고온으로 연소시키고 화염의 연소실 내 

체류시간을 길게 하여 완전연소시켜 청정한 배기가스를 
배출시킬 수 있도록  물과 연소공기의 열분해를 이용하
였다[18].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투입구를 통해 적정량의 
폐기물과 연료를 투입한다. 송풍기를 구동하여 소각장치 
내부로 외부공기를 공급하는 동시에 개질수 저장용기로
부터 일정량의 개질수가 소각장치 내부로 공급된다. 송풍
기로부터 나오는 외부공기는 연소외통의 둘레를 따라 강
하게 선회하면서 와류를 일으키는데, 일부는 집진외통 방
향으로 상승하고 나머지는 반응외통 저면으로 선회하면
서 하강하다가 다시 상승하여 반응내통과 연소내통으로 
유입된다. 외부 유입공기는 분사된 개질수와 안개형태로 
혼합하여 연소내통과 반응외통 사이의 공간 및 연소내통 
내측면과 반응내통 내측면 사이의 공간에서 빠르게 선회
한다. 빠르게 선회한 유입공기는 차가운 상태로 반응외통 
내부로 유입되어 연소외통과 연소내통 사이의 공간부 및 
반응외통과 반응내통 사이의 공간부에서 빠르게 선회하
며 뜨거워진다. 뜨거워진 유입공기는 연소외통 방향으로 
빠르게 선회하며 상승하다가 연소내통과 반응내통 내부
로 유입되어 선회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연소외통 안쪽
면에서 상승하는 공기는 연소내통의 바깥면에서 송풍기
를 통해 유입된 차가운 유입공기로 인하여 방열된 연소
내통과 접촉되어 온도가 내려가고, 연소내통 안쪽면에서 
상승하던 공기는 하부로 하강한다. 하강하여 반응내통 안
쪽에서 다시 뜨거워진 공기는 연소내통의 안쪽면으로 빠
르게 선회하며 상승하게 되어 소각장치 내부에서는 공기
의 반복적인 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연소가스는 외부 공기와 섞여 소각장치 
내부에서 반복 순환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되고, 내부의 고열과 자주 접하면서 분해되어 거의 완전 
연소된다. 반응기의 하부에는 후연소실이 배치되어 소각
된 재와 분진을 재차 순환 회전시키며 연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폐기물은 완전히 분해된다. Fig. 1은 소각로 설
계도이고 Fig. 2는  소각로의 작동원리를 나타내 준다. 
고온 개질 고속선회 직화 방식을 사용하는 본 장치는 고
분자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고, 완전 공기 냉각방식을 사용하며 예열 없이 순간적
인 가열이 가능하다. 연료 소모가 적으며 필터백이 필요 
없다. 폭발 위험이 없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Table 1
은 일반 소각로와 개발된 고온 개질 고속선회 소각로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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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Water reformed fuel 
high-speed turning incinerator 

General incinerator 

Combusti
on 

method 

High-temperature reforming 
high-speed rotating direct 

combustion method 

Phase combustion, dry 
thermal decomposition, 

fluidized bed 
Incinerati
on object 

All combustible waste 
including polymer waste 

Polymer and wet waste 
cannot be incinerated 

Input 
method 

Batch input or automatic 
continuous input method 

Batch type, batch input type 

Incinerati
on speed 

2.8∼3.4million kcal/㎡·hr 0.04∼0.5million kcal/㎡·hr 

Insulation 
method 

Air cooling system design Fire brick masonry, castable, 
water cooling jacket type 

Heating 
time 

Instantaneous heating without 
preheating 

Incineration after preheating 
for at least 30 minutes

Fuel 
consumpt

ion 

Small amount (about 1/5 
level) 

Large consumption 

Air 
supply 

Inflow of preheating air high 
speed rotation 

Simple inflow without 
preheating 

Dust 
collection 
method 

High performance axial dust 
collection design without filter 

bag 

Separately installed general 
cyclone, filter dust collector 

Ignition 
loss 

Less than 3% 5~10% on average 

Danger of 
explosion 

Absolute safety Unsafe, very dangerous 

maintena
nce 

Once every 5 years Repair every year (damaged 
fire walls) 

Harmful 
exhaust 

Only neutralization device and 
axial flow dust collection 

facility are required 

Separate prevention facilities 
required 

Other 
features 

Damaged part disassembly 
and replacement method

일Complete repair and 
maintenance after a certain 

period

Fig. 1. Incinerator design

Fig. 2. Basic Design Concept

Table 1. Incinerator technology comparison

2.2 다단식 집진장치
개발된 집진장치는 송풍기를 집진장치 내부에 내장하

여 공간적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집진부의 측면에 부
착된 다수의 집진통을 이용하여 분진을 수거하므로 백필
터가 별도로 필요 없는 축류 유동형 다단식 집진장치를 
적용하였다.

집진장치 내부에 송풍기를 내장하고 송풍기가 분진수
거부와 동일 축상에 배치되어 집진장치의 설치 공간을 
현저히 줄어들고, 집진부의 측면에 부착된 집진통을 이용
하여 분진을 수거하므로 집진효율이 향상되며, 백필터가 
필요 없다. 분진을 93mg/Sm3 이하로 제거 및 수거할 수 
있어 분진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다단으로 구성되
어 집진장치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Fig. 3은 축류 
유동형 다단식 집진장치의 모습을 도시한 평단면도를 타
나내 주고 있다.

개발된 소각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개질 반응실과 연소실 직결 구조 
 소각로 본체 집진장치 일체형 구조 
 2중 격벽식 100% 공기 냉각 구조 
 연소 공기의 선회 유입 분배 구조 
 주요 부분 조립 해체식 설계 구조 

Fig. 3. A top sectional view showing the state of the 
axial flow type multistage dust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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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설비 제작

물 개질반응 고속선회 소각로 시험 설비를 제작하였
다. 개질 반응실과 연소실은 직접 연결이 되게 하였다. 소
각로와 집진 장치는 일체형으로 만들었고, 2중 격벽식 공
기 냉각 구조를 이루도록 하였다. 연소공기는 선회유입분
배구조를 가지며 주요 부분은 조립 해체식 설계구조를 
적용하였다. 소각 대상물은 플라스틱을 포함한 모든 가연
성 페기물이 가능하며, 내화 벽돌 없이 완전 공기 냉각방
식으로 설계하였다. 집진 방식도 필터 백이 없는 고성능 
축류식 집진 기술을 적용하였다. 시험 설비는 150kg/h
의 소각증력을 기준으로 제작하였다. Table 2는 제작된 
시험설비의 규격을 나타내 준다. Fig. 4는 제작된 견본 
시스템을 보여준다. Fig. 5는 소각로의 작동원리를 나타
내 주고 있다.

Table 2. Incinerator specifications
Item Specifications

Capacity (㎏/hr) 150
Weight per Batch (kg) 300

Base (mm) 3,400 × 2,000 
Total Height (mm) 7,990

Primary Chamber (m3) 2.1
Secondary Chamber (m3) 1.8
Primary Fan Blower (hP) 2.0 

Secondary Fan Blower (hP) 5.0 
Inlet Door 640W ×580H 
Ash Outlet 460W ×340H 

Fig. 4. Incinerator sample

Fig. 5. Process Diagram of Incinerator

4. 연소 실험

4.1 온도반응 실험
제작된 시범 설비의 연소실험을 실시하였다. 회분식 

시스템을 적용할 때 연소시간은 1시간이나 2시간을 적용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소실의 크기가 달라진다. 폐플
라스틱 45%, 폐지 15%, 폐섬유 10%, 폐목재 20%, 기타 
가연성 쓰레기 10%를 150kg/h 용량의 소형소각로에 넣
어 2시간씩 연료시럼을 실시하였다. Fig. 6은 2시간 회분
식 연소식을 적용한 연소실험 결과이다.

Fig. 6. Temperature Records of Incinerator

연소온도를 800℃ 이상 유지하여 다이옥신 발생을 방
지하였다.

4.2 다이옥신 측정
다이옥신은 유기염소화합물로서 다이옥신 구조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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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Standard Result Reference

O2 - % 12.02

Dust 100 mg/Sm3 62.98

SOx 100 ppm ND

NOx 150 ppm 42.89

CO 300 ppm 14.44

Smoke 2 1 Ringelman’s 
smoke chart

NH3 100 ppm 0.60

HCl 50 ppm 22.35

HF 3 ppm 0.790

Cl2 10 ppm 1.20

HCN 10 ppm 1.11

H2S 10 ppm 0.088

CS2 30 ppm ND

HCHO 10 ppm 0.463

Benzen 30 ppm 0.001

Phenol 10 ppm ND

Br 5 ppm 0.079

As 0.1 mg/Sm3 ND

Hg 0.5 mg/Sm3 ND

Cu 10 mg/Sm3 ND

Cr 0.5 mg/Sm3 ND

Zn 10 mg/Sm3 0.52

Pb 5 mg/Sm3 ND

Ni 20 mg/Sm3 ND

Cd 0.2mg/Sm3 ND

Flow velocity - m/s 12.32

Flow rate - m2/min 43.46

는 것들로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다이옥신이라 하
며 줄여서 PCDD라고 한다. 고엽제로 알려진 제초제는 
다이옥신이 들어 있어 폐암, 후두암 등의 많은 후유증을 
유발하고 있다. 다이옥신 측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ES 01504.1a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및 퓨란류 – 기체크
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
기준의 ES 10902.1 배출가스 시료 중 비의도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UPOPs) 동시 시험기준-HRGC/HRMS”를 
따른다. 측정은 ㈜디케이사이언스에서 시행하였고 국내 
소각로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은 5,0ng-iTEQ/Sm3 이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Dioxin emission measurement
Item Unit Result Method

Navy
(0.04ton/h) ng-iTEQ/Sm3 3.59

Air Pollution Process 
Test Method 

Chapter 3 Section 2 
Paragraph 29

Hanam
(0.04ton/h) ng-iTEQ/Sm3 1.58

Seongnam
(0.15ton/h) ng-iTEQ/Sm3 0.038

4.2 배출 가스 측정
처리용량 150kg/h로 개발된 시험용 소형소각로를 가

동하여 배기가스를 시험하였다. 측정은 ㈜ 원일환경에서 
실시하였다. Table 4는 측정된 배기가스의 분포를 보여
준다. 

 
Table 4. Pollutants emission measurement

5. 결론

수직형 구조의 소형소각로는 국내에서는 판로가 막혀 
쇠퇴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태국 등 섬이 많은 
동남아 국가에서 소형소각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우
리나라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료와 물을 안개 
형태로 혼합시켜 연소효율을 증진시키는 물 개질반응 고
속선회 소각로 시험 설비를 제작하였다. 개질 반응실과 
연소실은 직접 연결이 되게 하였고 소각로와 집진 장치
는 일체형으로 만들어 2중 격벽식 공기 냉각 구조로 만
들었다. 송풍기를 집진장치 내부에 내장하여 공간적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집진부의 측부에 부착된 다수의 집
진통을 이용하여 분진을 수거하므로 백필터가 별도로 필
요 없는 축류 유동형 다단식 집진장치를 적용하였다. 배
출되는 가스 중 다이옥신을 측정한 결과 환경기준치 이
하의 결과를 얻었다. 배출가스와 중금속을 측정한 결과 
환경기준치 이하의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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