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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도성 폐기물 용융처리를 위한 혼합형 플라즈마토치 시스템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Properties of the Dual-mode Plasma Torch System for Melting the 

Non-conductive Waste

문 영 표†․최 장 영* 

(Young-Pyo Moon․Jang-Young Choi)

Abstract - The preliminary test for the dual mode plasma torch system was carried out to explore the operation properties in 

advance. The dual mode plasma torch system that is able to operate in transferred, non-transferred, or dual mode is very 

adequate for melting the mixed wastes including nonconductive materials such as concrete, asbestos, etc. since it exploits both 

the high efficiency of heat transfer to the melt in transferred mode and stable operation in non-transferred mode. Also, 

system operation including restarting is reliable and very easy. A stationary melter with a refractory structure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considering the melting behavior of slags to minimize the refractory erosion. The power supply for the dual 

mode plasma torch system built with high power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IGBT) modules has functions for both 

current control and voltage control and is sufficient to suppress the harmonics during the operation of the plasma torch. The 

power supply provides two different voltages for transferred operation and non-transferred. It is confirmed that the operation 

voltage in transferred is always higher than non-transferred. The dual mode plasma torch system was successfully developed 

and is under operation for a melting experiment to optimize oper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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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전력의 상당부분을 원자력 에

너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대규모 대체에너지가 등장하기

까지는 원자력에너지는 지속적으로 국가발전 동력으로서 그 역할

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향후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발전설비계획 등을 담은 제7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전설비 

규모는 총 93,216MW이며, 2029년 최고 기여도 기준으로 전원구

성비는 석탄(32.3%), 원전(28.2%), 액화천연가스(24.8%) 순으로 

예상되고, 2035년까지 총 원전 47기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 이

와 같이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기존 원전설비의 유지보수 

및 수명만료 원전의 해체 등으로 방사성폐기물 발생의 증가가 예

상된다. 원전 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은 약 

2,100드럼이고, 향후 총 80만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되는데 저선량 폐기물이 약 85%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또는 유지보수 시 발생한 작업복, 장갑, 덧신, 걸레, 교체부

품, 콘크리트, 철재류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다. 한편, 수명이 만료

된 원전의 해체가 시작될 경우 콘크리트, 철재류 등의 비가연성

(非可燃性) 방사성폐기물이 다량 발생하게 된다[1, 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하게 처분하

기 위해 IAEA 등 국내외 전문기관 및 전문가로부터 국제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은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2015년 8월 준

공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단계적 증설을 통해 총 80만 드럼 규모

를 갖추는 게 목표이다. 이번에 준공된 1단계 지하처분(동굴) 시

설은 총 80만 드럼 중 10만 드럼 규모이며, 2단계 표층처분 시설

은 2019년까지 12.5만 드럼 규모로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3단계 이후 처분시설은 표층처분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시

설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감안해 추후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데 있어 방사성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원사업은 200리터 드럼 당 637,500원이 발생하며, 향후 

물가상승 요인 등으로 처분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3].

원자력 에너지가 국가발전 동력으로서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

기 위해서는 처분비용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방사성폐기

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고 안정화하기 위한 방사성폐기물처

리기술 가운데 플라즈마토치 시스템을 이용한 처리기술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 기술은 초고온의 높은 열에너지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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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플라즈마 화염으로 방사성폐기물을 가열하여 용융시킨 뒤 방

사성 핵종을 안정된 슬래그 구조물 내에 고정시키고 폐기물의 부

피를 줄이는 기술로서, 각종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방식으로 새

로이 도입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신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전도성 폐기물과 금속폐기물이 섞인 비가연

성 혼합폐기물의 효율적인 용융처리를 위한 500kW 규모의 혼합

형 플라즈마토치 시스템의 핵심설비인 토치와 전원장치의 특성실

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혼합형 플라즈마토치 시스템의 예비특성실험 

2.1.1 혼합형 플라즈마토치 시스템의 개념모델

플라즈마토치의 형식은 이행형(transferred), 비이행형(non- 

transferred) 그리고 이행형 모드와 비이행형 모드를 동시에 작동

시키는 혼합형(dual)으로 분류된다. 플라즈마토치는 화염용적이 

크고 수명이 길며 플라즈마 개스 사용량이 적을수록 유리하다. 

이행형 플라즈마토치는 주울열(joule’s heat)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열효율이 높고 배기체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용융물의 

전기전도도 변화에 민감하여 운전이 용이하지 않다. 반면에 비이

행형 플라즈마토치는 용융물의 전기전도도 변화와 무관하게 운전

이 안정적이나 가열효율이 낮고 배기체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

다. 혼합형 플라즈마토치는 이행형 플라즈마 토치의 문제점인 운전

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플라즈마 이행형 화염(transferred 

arc)에 적당량의 플라즈마 비이행형 화염(non-transferred arc)을 

포함하여 운전하는 기기로서, 용융로내에 투입된 폐기물의 전기

전도도 변화에 따라 운전방식과 출력을 조절하므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가열할 수 있다. 플라즈마 토치의 형식에 따른 3가지 

운전방식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a) (b) (c)

 

그림 1 플라즈마토치 형식별 운전방식 (a) 이행형, (b) 비이행형, 

(c) 혼합형

Fig. 1 Operation mode by plasma torch type (a) transferred,  

(b) non-transferred, (c) dual

혼합형 플라즈마토치 시스템의 전원장치는 하나의 정류기와 두 

개의 절연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 스택(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IGBT stack)을 이용하여 혼합형 플라즈마 토치의 비이

행형 화염과 이행형 화염의 전류량을 조절할 수 있고 정전류

(constant current) 방식 또는 정전압(constant voltage) 방식을 선

택하여 작동한다. 두 개의 IGBT 스텍의 양극(+) 출력단은 혼합형 

플라즈마 토치의 후방 전극과 전방 전극에 각각 연결되고 음극(-) 

출력단은 용융로의 바닥전극에 연결되어 있다. 비이행형 모드(non- 

transferred mode)는 플라즈마토치 내부에 있는 후방전극과 전방

전극 사이에 플라즈마 화염을 발생시켜 복사열과 대류열을 사용하

여 폐기물의 표면을 가열하는 방식이며, 이행형 모드(transferred 

mode)는 플라즈마토치 내부의 후방전극과 용융로 하부에 설치된 

바닥전극 사이에 플라즈마 화염(electric arc)을 발생시켜 주울열

(joule’s heat)을 사용하여 폐기물의 내부를 가열하는 방식이다. 그

리고 혼합형 모드(dual mode)는 이행형 모드와 비이행형 모드를 

동시에 사용하여 폐기물의 내부와 외부를 함께 가열하는 방식이다. 

혼합형 플라즈마 토치의 작동은 용융로 내 용탕에 형성된 전

기전도도의 상태에 맞추어 IGBT 스텍의 온/오프 시간(on/off 

time)을 조절하여 비이행형 전류와 이행형 전류를 임의의 비율로 

제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두 개의 IGBT 스텍 가운데 하나는 비

이행형 화염과 이행형 화염의 전체 전류량을 결정하고, 그의 개

방 시간은 전기아크 경로 내의 전기전도도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

로 변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IGBT 스텍은 비이행형 화염의 전

류량을 결정하고, 그의 개방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플라즈마 컬럼 통로의 이행형 컬럼저항이 증가하면, 이행형 전

압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비이행형 전류도 증가한다. 이러한 이

행형 전류 감소에 따른 비이행형 전류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이행

형 컬럼저항의 저항을 감소시킨다. 이행형 컬럼저항이 감소되게 

되면 대부분의 전류가 다시 이행형 컬럼저항을 통해 흐르게 된

다. 따라서, 용융로 내 투입된 폐기물 또는 슬레그 층의 전기 전

도도가 낮은 경우라도 이행형 전압의 변동폭이 크지 않다. 혼합

형 플라즈마토치 시스템의 개념모델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 플라즈마토치 시스템 개념도

Fig. 2 Conceptual drawing of the plasma torch system 

2.1.2 혼합형 플라즈마토치 시스템의 전원공급장치 예비실험

혼합형 토치의 이행형 운전과 비이행형 운전특성을 사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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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 출력비율 7:3일 때의 모사실험결과 (a) 운전개념, (b) 등

가회로, (c) 운전그래프

Fig. 4 Results of simulation at power ratio 7:3 (a) operation

concept, (b) equivalent circuit, (c) operation graph

하기 위하여 모의실험회로를 그림 3과 같이 구성하고, 비이행형 

및 이행형 플라즈마 컬럼에 해당하는 두 개의 저항값 Rab와 Rac

를 변화시켜 출력비율을 조정하였다. 이행형과 비이행형 출력비

율이 7:3일 때의 혼합형 운전모드의 경우와 출력비율이 10:0일 

때의 이행형 운전모드의 경우에 출력범위내에서 임의의 비율대로 

동작이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모사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 모사실험 회로도

Fig. 3 Circuit diagram for simulation

 2.1.2.1 혼합형 운전모드 모의실험 

500kW 용량을 가정한 조건에서 플라즈마 토치가 혼합형 

운전모드로 동작시 이행형과 비이행형 출력비율이 7:3일 때

의 모의실험을 하였다. Vab=450V, Vac=650V 인 조건에서 

이행형 플라즈마 컬럼의 저항값(Rac)과 이행형 플라즈마 컬

럼의 저항값(Rab)을 산정하면 각각 1.21Ω과 1.35Ω에 해당한

다. 즉, Rac=(650V)^2/(0.7×500kW)=1.21Ω, Rab=(450V)^2 

/(0.3×500kW)=1.35Ω이다. 두 저항값 Rab와 Rac를 통해 흐르

는 전류값은 각각 333A, 537A 정도이며, 이행형 운전전압이 비

이행형 운전전압보다 항상 높게 유지된다. 

출력비율이 7:3일 때의 모의실험결과 주어진 임의의 출력비율

에 따라 비이행형 운전전류 및 이행형 운전전류가 적절히 분배되

고 오차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흐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에 출력비율이 7:3일 때의 혼합형 플라즈마토치의 운전개념도, 

등가회로 및 운전그래프 등 모사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2.1.2.2 이행형 운전모드 모의실험 

500kW 용량을 가상한 조건에서 플라즈마 토치가 혼합형 

운전모드로 동작시 이행형과 비이행형 출력비율이 10:0일 때

의 모의실험을 하였다. Vab=450V, Vac=650V인 조건에서 이

행형 플라즈마 컬럼의 저항값(Rac)과 비이행형 플라즈마 컬럼

의 저항값(Rab)을 산정하면 각각 0.854Ω과 ∞(무한대, 개방상

태) Ω에 해당한다. 즉, Rac=(650V)^2/(0.7×500 kW)=0.854Ω, 

Rab=(450V)^2/(0×500kW)=∞Ω이다. 두 저항값 Rab와 Rac를 

통해 흐르는 전류값은 각각 0A, 761A 정도이며, 이행형 운전전

압이 비이행형 운전전압보다 항상 높게 유지된다. 출력비율이 

10:0일 때의 모의실험결과 주어진 임의의 출력비율에 따라 비이

행형 운전전류 및 이행형 운전전류가 적절히 분배되고 오차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흐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5에 출력비

율이 10:0일 때의 이행형 플라즈마토치의 운전개념도, 등가회로 

및 운전그래프 등 모사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a) (b)

(c)

그림 5 출력비율 10:0일 때의 모사실험결과 (a) 운전개념, (b) 등

가회로, (c) 운전그래프

Fig. 5 Results of simulation at power ratio 10:0 (a) 

operation concept, (b) equivalent circuit, (c) operation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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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고조파 모사실험 회로도 

Fig. 6 Circuit diagram for simulation of harmonics 

(a)

(b) 

그림 7 고조파 모사실험 결과 (a) 입력전류 및 전압, (b) 고조

파 그래프

Fig. 7 Results for simulation for harmonics (a) input amps 

& volts, (b) graph of harmonics

 2.1.2.3 입력 고조파 모의실험 

500kW 용량의 혼합형 플라즈마 토치가 100% 이행형 모드로 

운전되고 있을 경우를 가정하고 입력고조파 특성을 조사하기 위

하여 모의실험회로를 그림 6과 같이 구성하였다. 혼합형플라즈마

토치 시스템의 전력공급부는 크게 세단계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3상 교류전원을 직류전원으로 변환하는 단계로서 3상 전

파정류회로로 구성된다. 

두 번째 단계는 직류모선에 공급되는 전원을 필터를 통과시켜 

파형의 고저를 제거하여 IGBT 컨버터를 작동하기 위한 단계로 

대용량의 콘덴서(condenser)와 라인 리액터(line reactor)로 구성

되어 있으며 고조파 현상을 감소시킨다. 세 번째 단계는 IGBT 

인버터 브릿지(inverter bridge)가 담당하며 펄스폭을 조정

(PWM; pulse width modulated)한 전원을 플라즈마 토치에 공

급하게 된다.

혼합형 플라즈마 토치가 이행형 모드로 전출력 운전되고 있을 

경우를 가정하여 이행형 플라즈마 컬럼에 해당하는 저항값 Rdc

를 2Ω으로 설정하고, 입력전압과 전류를 각각 1,000VDC, 전류는 

500A로 하여 고조파 모의실험을 하였다.플라즈마 토치의 부하는 

대부분이 저항부하이며 주파수 분석결과 단일 주파수의 기본적인 

파형 하나만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 입력고조파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력고조파 모의실험 결과를 그림 7에 나타

내었다.

2.1.3 혼합형 플라즈마토치 예비실험 

 2.1.3.1 혼합형 플라즈마토치 예비실험장치의 구성

혼합형 플라즈마토치는 하우징이 스테인레스강(SUS 316L) 

재질로 된 용량 500kW의 공동형 역극성(reverse polarity)의 토

치로서 후방전극이 양극(anode)이 되고 전방전극과 용융로 바닥

전극은 음극(cathode)이 된다. 토치의 양극과 음극재질은 구리

(Cu)의 순도가 99.99% 이상, 산소함유량이 10ppm 이하, 전기전

도도가 IACS 101% 이상인 무산소동(OFHC : oxygen free high 

conductivity copper)으로 제작되었다. 전원공급장치는 IGBT 소

자를 사용하여 이행형 운전과 비이행형 운전시 전기회로에 흐르

는 전류비율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고 전류제어 및 전압제어가 

모두 가능하다. 예비실험을 위하여 용융로 바닥전극을 대신해 직

경 2㎝, 길이 50㎝정도의 철근봉을 끝 부분을 뾰쪽하게 다듬어 

설치하였으며, 혼합형 플라즈마 토치의 운전전압과 전류를 측정

할 수 있도록 하고, 플라즈마 가스 공급장치 및 수냉각장치를 연

결하였다. 그리고 플라즈마토치 운전중에도 토치화염의 변화상태

를 컬러필터(color filter)와 용접용 보호안경을 통해 육안으로 관

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혼합형 플라즈마토치 예비실험장치의 구

성 개략도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8 예비실험장치의 구성 개략도 

Fig. 8 Schematic diagram for preliminary test

 2.1.3.2 혼합형 플라즈마토치 예비실험 과정 및 관찰

혼합형 플라즈마토치의 3가지 운전모드 즉, 이행형 모드

(transferred mode), 비이행형 모드(non-transferred mode), 그

리고 이행형 모드와 비이행형 모드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혼합형 

모드(dual mode)로 운전시 플라즈마 화염의 변화상태와 이에 따

른 플라즈마토치의 운전전압 및 전류특성을 관찰하였다. 플라즈

마토치를 기동할 때 플라즈마 기체로 약 5기압의 아르곤(Ar)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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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사용하여 낮은 운전전압에서 안정적으로 점화(ignition)가 

되도록 하였다. 토치가 기동되면 서서히 아르곤(Ar) 가스를 차단

함과 동시에 질소(N2) 가스로 전환하였으며, 토치 전극 및 하우

징은 약 10기압의 물을 냉각매체로 사용하였다. 바닥전극을 대신

한 철근봉과 토치 음극과의 간격이 약 25㎝의 거리에서 토치를 

기동하고 비이행형 화염이 발생된 상태에서 플라즈마토치의 음극

쪽으로 철근봉을 서서히 접근시키자 약 20㎝의 거리에서 부터 

혼합형 플라즈마 화염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철근봉을 음극쪽으

로 더 접근시키자 혼합형 플라즈마 화염이 점점 강렬하게 발생하

였다. 서서히 철근봉을 더 접근시키자 약 17㎝의 거리에서 이행

형 플라즈마 화염이 순식간에 발생되었고 약 16㎝의 거리로 조

금 더 접근시키자 매우 강렬한 이행형 플라즈마 화염이 발생되는 

것이 컬러필터(color filter)와 용접용 보호안경을 통해 육안으로 

관찰되었다. 예비실험에 사용된 혼합형 플라즈마토치의 구조 

및 외형과 비이행형 모드에서 이행형 모드로 운전모드 전환

시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플라즈마토치의 화염변화 과정에 대

한 사진을 그림 9와 그림 10에 각각 나타내었다. 

(a) (b)

그림 9 플라즈마토치의 구조 및 외형 (a) 구조, (b) 외형

Fig. 9 Structure and shape of plasma torch (a) structure, 

(b) shape

(a) (b) (c)  (d) (e) (f)

그림 10 플라즈마토치 운전모드별 화염 (a)&(b) 비이행형, 

(c)&(d) 혼합형, (e)&(f) 이행형

Fig. 10 Shape of plasma flame of each operarion mode 

(a)&(b) non-transferred, (c)&(d) dual, (e)&(f) 

transferred

혼합형 플라즈마토치에 흐르는 비이행형 전류량과 이행형 전

류량은 두 개의 절연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 스택(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IGBT stack)을 제어하여 조절하며 이행

형 운전전압이 비이행형 운전전압보다 항상 높게 유지된다. 이행

형 운전시 플라즈마토치의 화염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거리저항

이 증가하여 전압의 상승을 유도하게 되며 정전류 운전 상태에서 

전압변화는 곧 출력변화를 나타내며 또한 가열능력의 변화를 의

미한다.

전류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플라즈마토치의 화염의 길이가 길

어지면 전류가 흐르는 폭은 넓어지지만 전류밀도는 감소한다. 또

한 플라즈마 화염의 길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전류세기가 증가하

면 온도 및 속도가 모두 증가한다. 이행형 플라즈마 화염은 주울

열(joule’s heat)을 이용함에 따라 대상 폐기물의 가열효율은 좋

으나 외부 교란의 영향을 받기 쉽고 폐기물의 투입시 운전의 불

안정성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비전도성 폐기물을 투입할 때 용

탕의 전기전도도가 저하되어 첨두전압이 높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혼합형 플라즈마토치에서는 이행형 플라

즈마 화염(transferred arc)에 플라즈마 비이행형 플라즈마 화염

(non-transferred arc)을 포함하여 운전한다. 예비실험결과 주어

진 임의의 출력비율에 따라 비이행형 운전전류 및 이행형 운전전

류가 적절히 분배되고 안정적으로 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은 비이행형 운전에서 이행형 운전으로 전환시 플라즈마 화염

의 저항값 변화에 따른 전압 및 전류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림 11 혼합형 플라즈마토치 예비실험 그래프

Fig. 11 Graph of preliminary test for dual mode plasma torch 

2.2 혼합형 플라즈마토치 시스템의 제작 및 용융실험 

2.2.1 혼합형 플라즈마토치 시스템의 제작

전기용량 500kW 혼합형 플라즈마 토치(모델명 : AP-500)을 

토대로 하여 IGBT를 이용한 전원장치, 고정식 내화재 용융로 및 

냉각장치를 포함한 부대시설을 제작 하였다. 혼합형 플라즈마 토

치의 하우징 재질은 스테인레스강 316L이며 외경 190mm, 전장 

1,230mm, 중량 90kg 이며, 전극의 재질은 무산소동(oxygen free 

high conductivity copper)을 사용하였다. 이 토치는 후방전극이 

양극인 역극성(reverse polarity)으로 중공형 구조이다. 토치의 출

력 조정범위는 200~500kW이며 처리대상물의 용융특성에 따라 

이행형 운전, 비이행형 운전 또는 혼합형 운전 등 각 운전모드에

서 전출력 운전이 가능하다. 초기 기동시 약 5기압의 알곤가스

((Ar gas)를 플라즈마 기체로 사용하며 기동전압은 2kV, 기동주

파수는 1MHz이다. 토치가 기동이 되면 플라즈마 기체를 질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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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N2 gas)로 전환하고 토치전극 및 하우징은 약 10기압의 순수

를 냉각수로 사용한다.

IGBT를 이용한 전원장치는 3상 380V의 교류전원을 공급받아 

정류기를 거쳐 최대 직류전압 650V, 전류 1,100A를 플라즈마토

치에 공급하며 전류제어 또는 전압제어를 선택하여 운전할 수 있

으며 과전압 및 과전류(over voltage and over current) 보호장

치와 비상정지장치 등이 구비되어 있다. 한편, 감전사고 방지 및 

노이즈 발생을 억제하고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외부에 땅

속 약 1m 깊이에 구리 접지봉(copper rod)을 매설한 후 접지선 

연결을 압착형 볼트를 사용하여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였다. 

고정식 내화재 용융로는 용탕의 부피, 온도 및 가스체류시간 

등을 고려하여 내부 직경 700mm, 높이 800mm의 원통형 구조로 

설계되었다. 용융로는 전체적으로 기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용탕

의 온도와 내화물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내화재는 용탕

의 움직임과 슬래그 성분에 의한 부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그

카본(MgO-C) 내화물 및 고알루미나계의 부정형 내화물을 각 처

소에 맞게 선정하여 200mm 두께로 시공하였다. 용탕의 최적높

이는 바닥으로부터 약 100mm이며 용탕의 튀김(spitting)으로부

터 토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용탕의 중심을 향하여 약 15도 경사

지게 토치가 위치하도록 하고 스테인레스강 304로 용융로 외피

를 제작하였다. 용융로 내부 바닥에는 직경 80mm의 흑연봉으로 

된 하부전극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폐기물 투입방식은 회분식 

및 연속식 투입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용융로 후단에는 고온필터, 

후단연소기, 세정기 등을 포함한 유해 가스 및 미세분진 등을 제

거하기 위한 배기가스 처리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혼합형 플라즈

마토치 시스템의 구성 개략도를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그림 12 혼합형 플라즈마토치 시스템 개략도 

Fig. 12 Schematic diagram of dual mode plasma system

2.2.2 혼합형 플라즈마토치 시스템을 이용한 비가연성 모의 

폐기물 용융실험

용융로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용융로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용

융로 바닥의 내화물과 하부전극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

에 용융로 바닥에 일정한 두께의 금속층(pig iron layer)을 사전

에 형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 쇠못과 철재 조각을 하부전

극 주위에 쌓고 플라즈마 토치를 가동하여 금속층(pig iron layer)

을 먼저 형성하였다. 용융실험에 사용될 비가연성 모의 폐기물을 

철재 조각과 콘크리트 부스러기를 혼합하여 직경과 높이가 각각 

300mm인 철재 깡통(can)에 포장하여 준비하였다. 혼합형 플라즈

마토치를 정전류 운전방식으로 운전하면서 모의 폐기물을 용융로

에 회분식(batch type)식으로 투입한 후 폐기물의 용융상태와 운

전변환 실험을 하였다. 혼합형 플라즈마토치를 이용한 모의폐기

물 용융실험 과정을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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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f) (g) (h)

그림 13 비기연성 모의 폐기물 융융공정 (a) 초기용탕용 선철 준

비, (b) 초기용탕 형성, (c) 모의폐기물 준비, (d) 모의폐

기물 투입, (e) 토치 운전, (f) 용탕 형성, (g) 출탕, (h) 

배출슬랙

Fig. 13 Melting process using surrogate for non-combustibles 

(a) pig iron preparation, (b) pig iron formation, (c) 

surrogate preparation, (d) surrogate injection, (e) 

toch operation, (f) molten pool, (g) tapping, (h) 

produceed slag 

관찰결과, 폐기물 투입 후 일시적인 운전전압의 상승이 발생하

였으나 곧 안정되었고 가열이 진행됨에 따라 투입된 폐기물의 조

성변화에 따라 용탕의 전기전도도가 변화하면 이에 따라 운전방

식이 자동적으로 비이행형과 이행형 상호간에 전환되어 각각의 

운전전류가 적절히 분배되고 최적화되었으며 오차범위 내에서 안

정적인 토치운전이 가능하였다. 전류의 세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플라즈마 화염의 길이가 길어지면 거리저항이 증가하여 운전전압

의 상승을 유도하게 된다. 용융물의 전기전도도가 낮으면 비이행

형 운전만이 가능하였으나 점차 용융물이 가열되어 용탕이 형성

되고 도전성이 증가하면 플라즈마 중 일부가 비이행형 운전과 함

께 이형형 운전모드로 전환하게 된다. 이행형 전류가 흐르기 시

작하면 모의 폐기물의 용융속도가 점점 빨리 진행되게 되고 이것

이 다시 이행형 전류를 증가시키게 되므로 용융속도가 가속적으

로 증가하는 상승작용이 발생하였고 일부는 용탕의 비등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한편, 비이행형 운전시에는 플라즈마 화염이 

폐기물에 직접 접촉되는 부분에서 용융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

였다. 전기전도도가 점점 변화하여 이행형 화염으로의 진행은 순

식간에 이루어지며 매우 강렬한 플라즈마 화염을 관찰할 수 있었

다. 혼합형 토치는 투입된 폐기물을 표면가열과 동시에 주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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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le's heat)을 발생시킨 내부가열을 할 수 있어 가열효율이 높

고 용탕 유지가 용이하였으며 이행형 운전전압이 비이행형 운전

전압 보다 약 100V 정도 높게 유지되었다. 혼합형 플라즈마토치 

운전전압 및 전류 특성을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그림 14 혼합형 플라즈마토치 성능시험 그래프 

Fig. 14 Graph of performance test for dual mode plasma torch 

3. 결  론

혼합형 플라즈마토치 시스템의 예비특성실험을 통해 출력비율

에 따른 이행형 운전과 비이행형 운전에 대한 가능성과 동작특성

을 사전에 확인하였다. 혼합형 플라즈마토치는 역극성(reverse 

polarity) 중공형 구조로서 이행형 운전전압이 비이행형 운전전압

보다 항상 높게 유지되며, 이행형 및 비이행형 운전전류량은 투

입폐기물의 조성변화에 따라 적절히 분배되었다. 이행형 플라즈

마 화염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거리저항이 증가하여 전압의 상

승을 유도하고, 전압변화는 출력변화, 곧 가열능력의 변화를 의미

한다. IGBT를 이용한 전원장치는 전류제어 또는 전압제어를 선택

할 수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전류제어를 위주로 하였다. 고조파 

분석결과 단일 주파수의 기본적인 파형 하나만 존재한 것으로 나

타났다. 외함 접지는 감전사고 및 설비 보호를 위해 구리 접지봉

(copper rod)을 매설한 후 접지선 연결을 압착형 볼트를 사용하

여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였다. 용융로의 크기와 형상은 용탕

의 부피, 온도 및 가스체류시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고, 내화물

은 용탕의 움직임과 슬래그 성분에 의한 부식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마그카본(MgO-C) 내화물 및 고알루미나계의 부정형 내화물

을 각 처소에 맞게 시공하였다. 혼합형 토치는 투입된 폐기물을 

표면가열과 동시에 주울열(joule's heat)을 이용한 내부가열을 할 

수 있어 가열효율이 높고 기동 및 재기동 등 운전이 용이하다. 

투입된 폐기물이 전기전도도가 낮을 경우에는 비이행형 운전만이 

가능하나 점차 폐기물이 가열되어 전기전도도가 증가하면 플라즈

마 중 일부가 비이행형 운전과 함께 이형형 운전모드로 전환하게 

된다. 비이행형 운전시에는 플라즈마 화염이 폐기물에 직접 접촉

되는 부분에서 용융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이행형 운전

으로 전환되어 이행형 전류가 폐기물을 통해 흐르기 시작하면 용

융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상승작용이 나타난다. 투입폐기물의 구

성성분에 의한 물리ㆍ화학적 성질이 용탕점도, 전기전도도, 소비

전력 등 플라즈마 용융처리를 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본 시스템의 운전방식은 투입폐기물의 조성변화에 따라 운전방식

이 자동전환되어 운전 신뢰성이 높고 비전도성 폐기물을 포함한 

혼합폐기물 처리가 가능하여 폐기물 감용 및 처분 안전성 향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플라즈마토치의 전

극수명을 늘리고 용융물 출탕의 용이성 증대를 위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References

[1] Press release "The 7th Basic Plan for long term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5.7.22 

[2] Press release "Completion of kyungju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38 year National Issue Solved" 

2015.9.2

[3] White Paper on Nuclear power Generation in 2014,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4. 

[4] Young pyo Moon, Soon Mo Whang et al., "Patent 

registration No. 10-1017585-Power Supply for Dual 

mode Plasma torch", Korean Intellectual Properties 

Office, 2011.2.18

[5] Young pyo Moon, Jong kil Park, Tae Won Whang, "An 

Examinationon on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Dual 

mode Plasma torch", The Korean Radioacive Waste 

Society, Vol. 6, No.1, pp. 79-80, 2008

[6] D.E. Lee and S.J. kim "Analysis of heat Transfer 

phenomena in the Plamsa Flames", RIST Research 

Paper, Volume 16, No.3, pp. 303-310, 2002

[7] Myung Jae Song and young Pyo Moon, "A Plasma 

Melting Technology for Volume Reductin of Noncom- 

bustible Radioactive Waste in Korea", The 11th Pacific 

Basin Nuclear Conference, Vol.1, pp. 627-634, PBNC 

98, 1998

[8] Young pyo MOON, Chun Hyung CHO, Myung Jae 

SONG, Sang Ok HAN, "A Plasma Melting of 

Noncombustible Waste" International Symposium on 

Radiation Safety Management, pp. 477-485, 1998

[9] Young Suk Kim†, In Mo Kang, Jin Ho Lee, Soon Mo 

Hwang, Young Pyo Moon, "Development of A Plasma 

Torch Melting System for Nonflammable LLRW", 

International Symposium on Radiation Safety Manage- 

ment, 2007

[10] Young-pyo Moon, Tae-won hwang, Chan-kook Moon, 

"Plasma Melter System for Noncombustible Waste 

Treatment" ANS Winter Meeting, pp.99, 2008



기학회논문지 65권 1호 2016년 1월

80

[11] Young Pyo Moon, Sang Woon Shin, Myung Chan Lee, 

"Heating properties of Transferred Arc Plasma by 

Non-conductive Materials, Fall conference, Korean 

Nuclear Society, 1999.

[12] Oe Song kim, Kwang Cheol Ko, Hyung Boo Kang, "A 

Study on the Physical Behavior of Arc Plasma in 

Transferred-Type Torch",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pp.415-425, 1996

[13] Young Pyo Moon, Tae Wook Kim, Hak Soo Kim, Sang 

Woon Shin, Myung Chan Lee, "Melting Experiment on 

Concrete Waste using a Hollow Type Plamsma torch 

Mounted on Furnace, Spring conference, Korean 

Nuclear Society, 2000.

저   자   소   개

문 영 표 (Young-Pyo Moon)

1986년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학사). 

2000년 충남대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석

사). 2004년 동대학원 전기공학과 박사수료. 

2015년 현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책임연구원

최 장 영 (Jang-Young Choi)

2003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학사). 

2005년 충남대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석

사). 2009년 동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박

사). 2009년 1월～9월 (주)한라공조 기술연

구소. 2009년 9월～현재 충남대학교 전기공

학과 부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