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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공냉식 소각시스템의

최적설계 및 경제성 분석

울산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

김 민 철

본 연구는 새로운 소각기술인 공냉식 소각시스템에 대한 최적설계를 통해 안정적

인 운전조건을 확보하고, 공냉식 소각로를 포함한 고효율 연소플랜트 사업의 경제

성 분석과 민감도 조사를 통해 환경플랜트의 실증화를 위한 설계조건 및 경제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는 기존 소각로가 가지고 있는 높은 설치면적과 유지관리비,

낮은 에너지화 효율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3 차원 전산유체해석 기법을 사용하

여 공냉식 소각시스템의 최적화 설계조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선회연소로 내부 온도, 속도분포, 체류시간에 대한 3차원 전산유체 해석을

진행하여, 소각로 내에서 최대 40 ～ 50 m/s의 선회속도를 가지고 체류시간과 출구

온도를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완전연소와 thermal NOx를 억제하는 조건에서

공기비 1.9 ～ 2.1범위로 연료를 1.25 ～ 1.5 ton/hr 정도 투입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둘째, 공냉식의 선회연소로에서 연소공기주입 팬을 2개에서 하나로 설계변경이 가

능한지 여부와 외벽으로 배출되는 방사열을 냉각시켜 안전한 외벽온도인 80℃ 이하

로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외벽 설계구조를 변경하여 로 내의 속도,

기류 및 온도장에 대한 모사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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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하나의 팬을 적용한 경우, 연소공기가 연소로 외벽의 접선면으로 주입되

어도 편류없이 난류선회흐름이 형성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소로

외벽구조에 슬릿과 가이드 베인이 포함된 설계조건에서 강열감량이 3.45%로 개선되

고, CO의 농도가 기존 190.8 ppm에서 36.8 ppm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다.

셋째, 연소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최적의 연소조건 확보에 있어 연소공기 배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1차 연소공기를 주입하여 완전연소 시키고, 연소로 출

구온도 과다 상승방지를 위해 2차 연소공기가 주입될 수 있도록 분배용 챔버형태

모사를 실시하였다.

챔버의 형태와 팬의 공기주입 형태에 따라 모사한 결과, F.D. 팬에서 주입된 연소

공기로 인해 주입챔버에서 84.7 mmAq와 분지관과 연소로 외벽유로에서 154

mmAq의 압력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압력수준으로 설계하여야 하는

점을 확인하였고, 모사해석 결과에 따라 연소공기 분배안정성을 가지는 챔버를 선

정하였다.

다섯째, 미세먼지의 전구체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NOx의 효율적인 제어를 위

하여 SNCR 최적 노즐 설치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기류, 온도 및 유속거동을 3D

CFD로 모사를 실시하였다..

모사결과, 연소공기의 혼합기류가 캐비티 보일러 공간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의

기류, 유속 및 온도장 분석을 통해 보일러 구분단 이동과정에서 와류가 생성되어

사영역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회연소로의 화염특성과 캐비티

공간에서 온도 및 기류거동 해석을 통해 De-NOx 효율을 가질 수 있는 SNCR

urea 분사노즐 위치를 선정하여, 향후 연소배가스 내 오염물질을 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설계조건을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내용과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187.2 톤/일 용량(2기 기준)으로 운

영하는 규모의 고효율 공냉식 선회연소소각로의 경제성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율,

회수기간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순현재가치는 10,117 백만원, 내부수익율

12.16% 그리고 회수기간은 5.6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 운영비, 공사비에 따

른 민감도를 분석하여 운영비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사업수행시 운영비 변동에 대한 회피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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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mum design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Air Cooled Combustion System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University of Ulsan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im Min Chou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cure optimal design and stable operation

conditions for air-cooled circulating combustion reactors(ACCCR), one of the

new combustion technologies, and to provide solutions for commercialization

through economic and sensitivity analysis of high-efficiency combustion plants.

In this study, A three-dimensional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analysis

was carried out to find the optimum design conditions of a high-efficiency

air-cooled combustion system to overcome the problems of existing incinerator

such as high installation area, maintenance cost, and low energy efficiency.

First, 3D CFD simulation was performed on the internal temperature, velocity

distribution, and retention time of the air cooled combustion furnace. The results

confirms that the circulation velocity of 40 ～50 m/s meet, the retention time

and exit temperature of legal criteria. Air fuel ratio of 1.9 ～ 2.1 and fuels of

1.25 ～ 1.5 ton/hr were identified to be suitable conditions for complete

combustion and thermal NOx control.

Second, the design structure of the outer wall was simulated to determine

whether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design of the combustion air injection fan

from two to one in an ACCCR, and to secure the conditions for cooling the

radiant heat emitted to the outer wall and operating it below the safe outer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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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of 80℃ by analysing on velocity, airflow, and temperature field in

the furnace.

As a result, when a single fan was applied, it was confirmed that a turbulent

swirling flow was formed without drift even when the combustion air was

injected into the tangential surface of the outer wall of the combustion furnace.

In addition, under the design condition including slits and guide vanes in the

existing combustion furnace outer wall structure, the ignition loss was improved

to 3.45%, and the CO concentration was improved from 190.8 ppm to 36.8 ppm.

Third, because the distribution of combustion air is important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furnace and securing optimal combustion conditions, the

distribution chamber shape was simulated so that the primary combustion air is

injected for complete combustion and that of secondary to prevent excessive rise

of the furnace outlet temperature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mbustion air injected from the fan induced a

pressure loss of 84.7 mmAq in the injection chamber and 154 mmAq in the

branch pipe and the outer wall of the combustion furnace and have to design to

overcome the pressure loss. and a chamber shape with combustion air

distribution stability was selected based on the simulation analysis

Fifth, for the efficient control of NOx, which is attracting the most attention

as a precursor of fine dust, the airflow, temperature, and flow velocity behavior

was simulated by 3D CFD to select the optimal SNCR nozzle installation

location.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it was confirmed that a dead zone occurred due

to the generation of vortices in the process of moving the boiler division stage

through the analysis of airflow, flow velocity, and temperature field in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he mixed airflow of combustion air to the cavity boiler

space. In addition, design conditions was identified to optimally remove

pollutants in combustion exhaust gas in the future by selecting the loc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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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NCR urea injection nozzle that can have De-NOx efficiency through

analysis of the flame characteristics of the ACCCR and the temperature and

airflow behavior in the cavity boiler space.

Finally, based on the research contents and empirical data, the economic

feasibility of a 187.2 ton/day ACCCR was analyzed using the net present value,

internal rate of return, and payback period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et present value was 10,117 million won, the internal rate of return was

12.16%, and the payback period was 5.6 years.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sensitivity according to sales, operating cost, and construction cos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change of operating cost.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plan to avoid changes in

operating costs when performing futur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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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폐기물을 고효율로 에너지화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생산된 에너지는 전기, 스팀 등으로 전

환시켜 산업단지 내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공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보와

네트워크 연결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과 제로에미션(zero emission)을 위한 생태산업

단지 구축을 위한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1,2].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공정에서 주로 이용하는 물질은 폐기물 연료제품인 SRF

(solid refuse fuel), 자원재활용 대상인 ASR(automobile shredder residue),

E-scrap(electronic scrap) 그리고 일반 사업장폐기물이며, 폐기물 연료를 효과적으

로 에너지화와 물질재활용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연소설비 성능개선과 에너지 회수

율 확보를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3].

그리고, 폐기물 연료의 에너지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에 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

는데, ASR은 파쇄잔재물 재활용업을 등록하여 에너지회수시설에서 에너지회수율을

60% 이상 만족시켜야 하고, 폐기물에 있어서는 재활용업에 등록하여 소각열회수시

설에서 75% 이상을 만족시켜야 하는 등 높은 수준의 에너지회수효율을 확보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4,5].

코로나 19로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인 재활용과 전략적인 자

원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SRF 관리기준이 완화되고, 네가티브 자원

순환정책 시행을 통해 재활용해야 할 대상이 크게 늘고 있다.

폐기물을 연료화하여 60% 이상의 높은 에너지회수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연소방식인 스토커, 로타리 킬른, 유동상 방식과 새로운 형태인 공냉식 연소설비 개

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고형연료제품 전용사용시설, 전처리설비 그리고 폐기물처리

시설 등과 같은 다양한 공정에서 활용하기 위해 단위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

정이다[6,7].

산업폐기물 중 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물질을 폐자원이라고 할 때, 폐자원

을 에너지화하기 위한 기술로는 크게 소각(연소), 열분해 및 가스화로 구분할 수 있

다. 이중 소각(연소)은 고형물질을 열에너지로 회수하는 기술로써 다단계 공정(열분

해, 가스화 그리고 산화)을 거치는 과정을 가지며, 가장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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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각기술은 스토커식, 유동상식 및 로타리 킬른식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선회방식의 연소기술도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은 폐기물처

리, 감량화, 안정화 및 에너지화 등 다양한 열적처리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9].

소각(연소)처리 방법은 수십여년간 관련 기술 및 경험이 축적되어 액상, 고상, 그

리고 반고상의 다양한 성상을 가진 폐기물에 적용하도록 기술이 개발되어 현재 산

업부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신기

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연소효율, 설치비용 등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소각설비의 안정적 운영에 있어서 연소실 단열용 내화벽돌 축조로

연소로의 본체를 키우게 되거나, 설치된 단열구조의 축열로 인해 소모되는 에너지

의 량도 증가하게 되며, 미연분의 완전연소를 위해 접촉효율을 증가시키도록 연소

실 용적을 크게 제작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이에 현재 폐기물 에너지화에 활용되고 있는 연소기술을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하

고,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가 정책 및 산업공생에 적합한 기술로서 적용가능

성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폐기물 에너지화 시스템에

대한 방향 제시를 위해 3차원 유체역학 해석을 진행하여 최적의 시스템의 설계인자

및 운전조건을 제안하였고, 이 시스템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여 실증화 가능

성까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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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을 이용하여 공냉식

선회연소로를 대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연소특성 및 운전 설계 인자분석을 진행하

여 연소로 운전조건, 설계조건 그리고 사업성을 도출하고자 Fig. 1.에서 제시한 연

구절차로 진행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인 공냉식 선회연소로에 대한 기술현황조사, 기술에 대한 설계 및

운전조건 해석을 위한 CFD 기법 분석 그리고 상용화 기술로서의 가능성 확인을 위

해 경제성분석 방법론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연소로 운전조건에 따른 유속, 압력,

온도상 변화를 평가하고, 주입 팬 적용형태, 연소공기 분배 챔버형태, SNCR 적용위

치에 대한 모델링 결과를 해석하였다.

이후 실증설비 운전결과와 거동변화를 확인하고 비교하여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공냉식 선회연소로가 적용된 플랜트 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사업을 위

한 민감도를 분석하여 상용설비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선회류 방식 소각시스템의 최적 운전을 위한 수치해석에 대한 연구

이다. 폐기물 처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소각로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

적은 설치 면적, ii) 낮은 유지․관리비, iii) 고효율 에너지화 및 iv) 내화벽돌이 없

는 공냉식 선회연소방식의 소각시스템을 모사해 보았다. 이러한 선회류 연소방식의

소각시스템은 현재까지 실 플랜트에서 신뢰성 있게 운전된 경험이 거의 없는 실정

이다. 따라서 선회류 연소 방식의 로에 대한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하여 온도 분포,

내부 유동 흐름, 이중 유로 구조에 의한 냉각 효율 등 로 내부 유동 특성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연소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로를 설계, 제작하는데 반영

하고 그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단일 송풍기가 적용된 공냉식 연소설비의 최적 외벽형태 확보에 대

한 연구이다. 공냉식 연소설비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소공기 주입설비는 터보팬을

적용하여 동일한 유량으로 분배하여 연소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목적에 따라 1

대의 fan으로 연소공기를 주입하는 single type을 적용하여 초기설치비와 운영비를

줄이고, 관리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사와 결과해석을 진행하였다.

연소설비의 운전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single fan이 적용된 연소설비를 대상으

로 연소공기가 연소로 내부로 유입될 때 형성되는 선회류 및 연소공기 혼합여부를

파악하고, 연소공기 주입조건과 최적 연소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설계인자 및 실증

설비 운전 data 분석과 거동확인을 통해 연소로 설비의 개선 및 연소효율 향상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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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공냉식 연소로의 최적공기주입을 위한 공기분배챔버 설계에 관한 연

구이다. 연소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최적의 연소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소공기

의 배분은 중요한 요소로, 연소로에서 원료의 발열량과 1차 연소공기 비는 연소로

내 CO 제어 등 연소조건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적정 설계인자를 도출하기 위해

최적의 연소공기 분배용 챔버형태를 설계하여 최적 운전조건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존 폐기물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각로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

회방식 연소로 시스템의 설계인자를 도출하고자 연소로에 공급되는 연소공기의 분

배에 대해 속도분포, 압력분포 등 내부유동 특성을 파악하여 최적의 연소공기 주입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고 설계인자의 유용성을 확인하였

다.

네 번째, 소각시스템의 질소산화물 제어를 위해 SNCR(selective non

catalytic reduction) 최적분사영역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최근 미세문제 해결에

전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변화를 통해 강도 높은 미세

먼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전통적인 소각설비의 안정적 운영에 있어

서 보일러 공간 내에 설치해야 하는 SNCR 노즐의 설계조건으로 위치를 쉽게 변경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폐기물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각로의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보일러의 SNCR 설계인자인 최적위치 선정을 위해 모사하고 그결과를

해석하였다. 연소로와 보일러 공기흐름에 대해 속도분포, 온도분포, 기류흐름 등 내

부유동 특성을 파악하고, 사영역에서의 유동상태와 SNCR 적정 반응창 범위를 확인

하여 최적의 SNCR 노즐 설치조건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다섯 번째, 고효율 공냉식 연소플랜트의 사업화 가능성 분석을 위해 경제성과

민감도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민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가정에 입각한 재

무분석을 통하여 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선정하고, 어떤 사업이 참여할 충분한

유인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순현재가치, 내부수익율, 회수기간분석을 통해 경제성

조사가 진행된다.

경재성 분석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증사업화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전 사업성 분석

을 진행해 주요 조건별 민감도를 확인하고 경제성을 토대로 상용화를 진행할 수 있

는 기조자료를 도출코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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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study

∙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 Markets of air-cooled combustor tech.

∙ Patent analysis of combustion technology

∙ Economic analysis of plant business

CFD Analysis
On-site verification

& improvement proposal

∙ Flow analysis according

to operating conditions

∙ Exterior wall structure changes

∙ Optimal air-distribution chamber

∙ SNCR nozzle positioning

∙ Compare to operating data

∙ Verification of operating conditions

∙ Review improvements

∙ Discover improvement items

Economic and environmental analysis

∙ Economic analysis of plant business

∙ Sensitivity analysis of business, operations, and

investment

Conclusions and suggestions

∙ Efficiency and sensitivity of plants business

∙ Suggest optimal operation conditions and improvement

Fig. 1. Research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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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헌연구

문헌연구에서는 공냉식 선회연소로의 등장과 기술의 형태를 조사하고, 전산유체역

학과 수치해석방법, 모델링 기법을 파악하고, 최적조건으로 운전되는 조건과 설계조

건을 도출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시장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경제성과 적용가능성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조사하였다. 공냉식 연소기술과 같

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확장되는 과정의 기술적인 목적과 배경, 설계, 운전조건

도출방법론, 실증을 위한 검증방법을 정리하였다.

2.1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동향

2.1.1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1) 폐기물 처리설비 및 에너지화 산업

폐기물처리설비 산업은 슬러지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하폐수처리장 등 공공환경시

설, 공업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석유화학산업 등 일반 산업분야, 유기성폐기물이 대

량 배출되는 축산업 및 축산물 가공업, 수산업, 바이오산업, 요식업 등을 포함하고

있고,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운반하는 수송업,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보일러, 열병합발전소등 유틸리티 생산업체, 시멘트 산업 등을 포함한다[10].

Rear industry Waste treatment facility Front industry

Sewage treatment plant,

Petrochemical industry,

Livestock industry, Livestock

processing industry, Fishing

industry, Bio-industry,

Machinery Parts

Manufacturing, Environmental

equipment industry, Plant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Transportation facility,

Dehydrator, Filtration

facility, Incinerator, Blower,

Pump, Storage facility,

Crusher, Dryer, Heat

Exchanger, Boiler,

Condensor, Odor treatment

facility

Thermoelectric

power plant,

Combined heat &

power plant,

District cooling and

heating system,

Utility

manufacturer,

Cement industry

Table 1. Industrial connection structure for waste treatmen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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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 현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폐기물처리설비 산업의 최근 폐기물 발생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2020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

면, 2019년도 총 폐기물 발생량은 1일 497,238톤으로, 2018년 대비 약 11.5% 증가하

였으며, 2019년도 폐기물 구성비는 건설폐기물 44.57%,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40.7%, 생활폐기물 11.7%, 지정폐기물 3.1%로 나타났다[11].

폐기물 수집 및 수송, 중간처리 등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 지역적인 연고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장 중소규모의 소각로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형 소각로 및 에너지 자원화 사업은 종합플랜트산업의 특성상

대형건설사 또는 중공업,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각 요소기술과 설비를 조합하여 플

랜트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핵심기술인 소각로 본체, 에너지 회수 및 전력 생산설비는 대기업이

주도하고, 대기오염방지설비 등의 특화된 분야는 중소기업이 참여 중이다. 최근에는

국내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제도의 운영 및 온실가스 에너지목

표 관리제 시행으로 전력회사 및 지역 냉난방을 담당하는 전력 및 에너지회사 등이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된 폐기물은 매립, 소각, 재활용 그리고 기타방법을 통해서 처리하게 되는데

최근 코로나19의 영향, 국내 방치폐기물 처리이슈, 국외 폐기물 수출금지로 인해 폐

기물을 재활용하여 물질로 직접 이용하거나 연료화하여 에너지화하는 것으로 점차

재활용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2019년도 총 폐기물 처리방법은 매립 6.1%, 소각 5.2%, 재활용 86.6% 그

리고 기타 방법으로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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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ton/day, %)

Item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Municipal
waste

Amount of
waste

401,658 418,214 429,128 429,531 446,102 497,238

Year-on-year
rate

2.2 4.1 2.6 0.1 3.9 11.5

Municipal
waste

Amount of
waste

49,915 51,247 53,772 53,490 56,035 57,961

Year-on-year
rate

2.4 2.7 4.9 -0.5 4.8 3.4

Industrial
waste

Amount of
waste

153,189 155,305 162,129 164,874 167,727 202,619

Year-on-year
rate

3.2 1.4 4.4 1.7 1.7 20.8

Construction
waste

Amount of
waste

185,382 198,260 199,444 196,262 206,951 221,102

Year-on-year
rate

1.0 6.9 0.6 -1.6 5.4 6.8

Designated
waste

Amount of
waste

13,172 13,402 13,783 14,905 15,389 15,556

Year-on-year
rate

6.2 1.7 2.8 8.1 3.2 1.1

Table 2. Annual waste generation status

(Unit: ton/day, %)

Item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Total
Amount of

waste
401,658 418,214 429,128 429,531 446,102 497,238

Ratio 100 100 100 100 100 100

Landfill
Amount of

waste
37,906 27,800 37,942 35,524 34,648 30,514

Ratio 9.4 9.0 8.8 8.3 7.8 6.1

Incineration
Amount of

waste
24,524 26,085 26,450 26,290 26,404 25,984

Ratio 6.1 6.2 6.2 6.1 5.9 5.2

Recycling
Amount of

waste
336,814 352,824 363,800 366,650 384,237 430,345

Ratio 83.9 84.4 84.8 85.4 86.1 86.6

Others
Amount of

waste
2,414 1,505 936 1,067 813 10,395

Ratio 0.6 0.4 0.2 0.2 0.2 2.1

Table 3. Annual changes of waste treat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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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atio status by waste dispos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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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소각설비 기술

폐기물처리설비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설비 및 시스템을 의미하며, 폐

기물 소각설비, 슬러지 소각설비, 폐기물 전처리 설비, 폐기물 자동집하설비, 폐기물

자원화 설비 등이 포함된다. 특히 폐기물의 연소 또는 소각처리는 폐기물 처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쓰레기를 불에 태워 기체 중에 고온 산화시키는 폐

기물 처리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소각기술은 소각과정에서 열에너지가 회수되는 경제성을 지니고 있고 철저한 오

염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폐기물 적정처리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역할

을 하여 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방법이다.

다이옥신을 비롯한 대기환경오염물질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함으로써 폐기물을 안

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술로 평가되며, 소각로의 연소열 에

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함으로써 에너지자원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기후

변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기술이다.

소각열을 유용한 에너지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고온고압의 스팀제조를 위한 폐열

보일러기술, 고효율 열교환기술, 선박 등 내연기관 및 소결로 등의 폐열회수, 폐수

등 중저온 폐열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경제성 있는 폐열회수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요소기술 확보가 관건이다.

폐기물 소각로 및 소각시스템에서 소각열 회수·이용시스템의 대량보급에 장애가

되는 요소에 대해 기술개발하고 고효율의 폐열회수 및 폐열발전 등 새로운 발전시

스템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실증화 경쟁력을 높힐 수 있고 국내 보급 확대,

중국, 동남아 및 남미 등으로 수출산업화가 가능한 소각처리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고형연료 위주 정책으로 신규 시장이 위축되었으나 현재에도 대부분의 에너

지를 소각로에서 발생시키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성과 경제성은 타 기술

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다양한 폐기물 처리시스템에서 활용이 가능

한 고효율 소각열회수 및 이용시스템의 국산화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하는 요소기술들을 적용한 플랜트들의 건설 및 운영이 점차 증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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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aste disposal process.
(Korea resource-recycling energy mutual-aid association)

Fig. 4. Typical waste incineration heat recovery/us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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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 에너지화 시장

가) 세계시장

세계 폐기물 에너지 시장은 2018년 333억 달러에서 연평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6.2% 성장하여 2024년에는 478억 달러로 시장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2019년 354억 달러에서 2023년 450억 달러, 2027년에는 573억 달러로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중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 및 회수기술로 과잉

공기에 의한 소각 및 연소, 산소 제한 조건의 가스화, 무산소 조건의 열분해 등의

기술이 전체 시장의 85% 이상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소각열 생산량은 2022년까지는 2010년의 221 TWh보다 약 30% 증가한

283 TWh에 도달하고 시장규모는 2022년 292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낙

관적 전망으로는 2022년 소각열 생산량이 429 TWh, 시장규모는 806억 달러로 추정

되고 있다.

유럽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화석에너지 고갈 대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목적

으로 폐기물 에너지 및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환경문제가 최근 심각해져 감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해

외기술의 벤치마킹 및 자체 자금을 이용한 독자 기술 개발 중으로 인도와 함께 주

요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소각 발전 에너지시장은 매년 중국전체 폐기물 처리시

장의 약 25%인 61억 위안 및 100억 위안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2].

Fig. 5. World market size and prospect for waste treatmen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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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시장

폐기물처리설비 분야의 국내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49,610억 원의 시

장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 연평균 5%의 성장률에 따라 2020년에는 60,300억

원의 시장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설되는 소각열 이용설비는 스팀공급, 온수공급, 열병합발전 및 냉난방 에너지공

급 등으로 이용되고, 기존의 소각시설보다 고효율 발전기술이 적용되어 가스엔진발

전, 연료전지 발전기술 등을 활용한 시설로 발전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경우 대부분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의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보일러를 통하

여 회수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효율이 낮고, 중소규모 시설에서의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발전효율 증대 및 중소규모 시설에서의 폐열 이용 증대 등의 시설보

완이 요구되고 있다.

대기업에서 건설·시공한 소각로는 해외기술로 해외기술력 습득, 시공관련 능력은

충분히 보유 하였으나 원천기술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

업에서 생활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소각열 이용시스템 개발에 힘입어 증가된 기술력

으로 해외 기술을 부분적으로 대체하고자 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기술개발 미흡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13].

(Unit: 억 원)

Fig. 6. Domestic market size and prospect for waste treatmen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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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 고형연료 시장

가) 폐기물 고형 연료

폐기물 고형연료제조란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건조, 압축,

분쇄/파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품질/등급 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로 제조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폐기물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는 생활폐기물, 폐합성

수지 및 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폐목재, 폐지류, 농축산 폐기물, 식물성 잔재물,

초본류 폐기물 등의 가연성 고체 폐기물을 원료로 하며, 선별 및 건조과정에서 불

연성 성분 및 수분 등을 제거한 후 비성형 또는 압축 성형하여 생산된 고형 연료이

다.

각종 유기성 폐기물을 건조, 파쇄 및 분쇄, 분리, 혼합, 압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

해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품질/등급 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를 제조하며, 폐기

물의 수집 및 전처리 과정, 고형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공정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폐기물 고형연료는 산업용 보일러, 화력발전, 지역 냉난방 등 산업용 연료

또는 건물 냉난방 및 급탕, 농축산시설 난방 등의 생활용 연료로 다양하게 활용되

고 있다.

Fig. 7. Various forms of waste fuel.

국내의 경우 2003년 폐플라스틱 고형연료(RPF: Refuse Plastic Fuel) 형태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6년 원주시에 건설된 80톤/일 규모의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생산시

설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고형연료가 개발되어 국내에 보급되고 있으며, 정부

의 폐기물 에너지자원화 정책에 의해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실정

이다.

정부는 폐자원 에너지화 대책,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 등 자원순환 분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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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대책 등을 통해 폐기물 에너지의 보급 및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폐기물 에너지 관련 사업의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폐기물 고형연료는 초기 투자비용이 큰 폐기물 액체 또는 기체 연료화 기술에 비

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우수하며 일반적인 소각방법에 비하여 수송성, 저장성, 연

소안정성이 우수하여 기존 소각시설의 폐열 활용 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다. 고형연료는 성형 또는 비성형 상태로 제조되어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

는 유틸리티 공급설비에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사용되며, 가스 등 다른 에

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가스화 공정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14].

Large

category
Item Details

Waste

solid

fuels

Produce

SRFs

SRF

(Solid Refuge Fuel)
Pellet, Fluff

Bio-SRF

(Bio-Solid Refuge Fuel)
Pellet, Fluff

Utilize

SRFs

Combustion technology
Stoker, Fluidized bed,

Circulating bed, Rotary kiln

Exclusive & mixed

combustion facility

Cement furnace, Combined and

cogeneration power plant,

District heating facility, Thermal

power generation, Industrial boiler

Facility
Gasification facility,

Steel mill furnace

Table 4. Classification and scope of waste solid fuel

나) 폐기물 고형연료 시장

세계 폐기물에너지 시장규모는 2015년 209억 불에서 2023년까지 연 6.1% 성장하

여 290억 불 ∼ 335억 불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은 세계 폐기물에너지 시

장의 60%를 차지하며 독일, 프랑스, 영국이 주요 국가이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

본이 주요 시장으로 중국은 연 7.2% 증가하여 2023년 시장규모는 120억 불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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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기술은 초기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기술개

발이 진행되었으나, 최근 온실가스 감축대책으로 폐기물 에너지화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에너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폐

기물 고형연료 제조 시스템의 국내외 시장 규모도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폐기물 고형연료 시장은 2018년 20억 달러에서 2024년 24억 달러의 시장규모로

추정되며,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에 의한 도시 환경문제 해결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추구로 폐기물 고형연료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3.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Unit: million dollars, %)

Category ‘18 ‘19 ‘20 21 ‘22 ‘23 ‘24
CAGR

(‘18～’24)

Waste solid
fuel

2,000 2,060 2,122 2,185 2,251 2,319 2,388 3.0

Table 5.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waste solid fuel manufacturing system in the

world market

Ref.: http://smroadmap.smtech.go.kr/

유럽은 유기성 생활폐기물의 매립금지 정책(EU landfill directive)을 시행함에 따

라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로

부터 가연물을 선별하여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약 450개의 MBT 설비에서

4,600만 톤의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여 연료화한다.

국내에서 정부는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 추진으로 지자체 및 산업체의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의 고형연료화 제조시설과 화석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형연료 사

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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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Usage by waste solid fuel facility.

국내 고형연료 시장은 2018년 기준 2,695억 원에서 2024년 5,492억 원으로 연평균

1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코로나 발생 후 배달 포장재 폐기물 급증 및 중국

등 재활용 수입 억제정책으로 국내에서 적체된 폐기물 처리에 고형연료화를 적극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Unit: billion won, %)

Category ‘18 ‘19 ‘20 21 ‘22 ‘23 ‘24
CAGR

(‘18 ∼ ’24)

Waste solid
fuel

269.5 299.2 337.8 381.4 430.6 486.3 549.1 15.9

Table 6.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waste solid fuel manufacturing system in the

domestic market

Ref.: http://smroadmap.smtech.go.kr/

고형연료 생산량은 연평균 16.5%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총 공급량은 434만 톤으

로 최근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은 11.5%이며 제조비용이 낮은 비성형 제품이 크게 증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형연료 사용시설은 총 157개소로 화력발전소 사용량이 총 소비량의 59%를 차

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비율달성을 위한 REC 확보, 온실가스 감축

목적으로 고형연료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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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nnual SRF productions and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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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공냉식 선회연소로 기술의 구성과 특징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고효율 에너지화 설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

는 폐자원을 최대한 에너지화하면서 plant의 규모는 compact한 소각타입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새로 개발된 연소방식으로 실증 가동하여 고효율 에너지화를 통해 다

양한 분야/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로 Fig. 10에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연소로는 고형연료제품(RPF), 자동차파쇄잔재물(ASR), 사업장폐기물(IW) 그

리고 E-scarp 등을 연료로 사용하며, 연소장치는 원통형으로 연료통, 연소실, 배기

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소실과 연료통 외측에는 각각 공간으로 상, 하부 외통으로

구분되어 있고 연소공기 분배챔버는 상단 외통 하부에는 접선방향으로 통해져 있는

여러 개의 송풍구가 연결되도록 하여 연소실과 상부 외통사이의 공간에서 공기조절

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가연성 물질을 연소로에서 공기 공급만으로 별도의 보조장치나 보조연료 없이 예

열된 공기가 고속 회전하여 연소로 1차 연소영역에서 난류형태의 선회류를 형성한

후 연소로 출구에서 고온상태에서 고속으로 완전 연소시키는 장치로서 후단에는 수

관식 보일러를 설치하여 스팀으로 회수하거나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한다.

또한 Fig. 11에 나타낸 특징과 같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조건변화에 따라 수정 및

개조가 용이한 형태로 연소실 내 외벽은 양질의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였으며 연소

실은 강제연소식으로 공기를 주입시켜 연소를 가속화하여 미연소 가스를 연소실 상

단에서 재연소시켜는 구조로 연소물 중 가벼운 입자의 비산을 방지하여 체류시간

및 혼합시킴으로써 완전연소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연소방식과 비교했을 때 Table 7에 정리한 바와 같이 다양한 연

료형태에 적용이 가능하고, 중소규모의 폐자원에너지화 설비에 적용가능한 설비이

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도 고효율로 에너지화 시키는데 특성화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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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utside view (b) section view

Fig. 10. The appearance of a air cooled combustion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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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characteristics of a air cooled combustion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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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Stocker type Fluidized bed Rotary kiln
Air cooled

rotary stoker type

Prin
ciple

￭ Inject waste into the
stocker and supply air to
the bottom of the stocker
to burn at 800–950°C.

￭ Most of the MSW waste
incinerator adopted stoker
type incineration.

￭ Various types of stokers
are being commercialized.

￭Preheated air is supplied
from the bottom of the
porous plate. high-heat
sand (approximately 650 to
800℃) in the fluidized bed
meet shredded waste and
incinerate.

￭After combustion, ash is
transported out of the
furnace and collected from
the dust collector.

￭A device for stirring,
drying and burning waste
at low speeds
(approximately 0.5 to 0.8
rpm) in sloped cylindrical
kiln.

￭ waste is incinerated on a
rotating turntable stoker.

￭ Combustion air is
supplied after cooling the
2-layered wall. The
combustion air supplied
separately cools the outer
wall. and preheated
combustion air meets the
fuel and completely
incinerate.

Combu
stion
type

￭ The inside of the
combustion consists of a
dry zone, a combustion
zone, and a post -
combustion zone.

￭ Waste is forced to stir
with high-temperature
floating sand. and
instantly complete drying
to combustion.

￭ Rotating Kiln mixes
waste and combustion
air. n the process of
discharging hot air,
radiant heat is
transferred to the waste.

￭First of all, the primary
combustion air reacts
with waste. Secondary
combustion air is
re-burned at the core.

￭Preheated combustion air
forms a pre-convection
and combusts it
completely.

Waste
applica
tion

￭ It is necessary to select
and respond type
according to the quality
of waste;

￭ Plastics interfere grating
incineration and reducing
combustion efficiency.

(Clinker occurs when it
contains more than 25%)

￭ Waste of high plastic
and high moisture
contents can also be
incinerated.

￭Broad response to waste
quality(incinerated up to
65% water content).

￭Synthetic resin generates
clinkers and causes
operation problems.

￭ Broad response to waste
quality fluctuations
(hydraulic cylinder inputs,
rotating blades).

￭ High waste disposal
capability with high
inorganic and metallic
content

Capa.
￭ Suitable for large

incineration of 100 to 800
ton/day

￭ Suitable for medium
incineration of 50～150
ton/day

￭ Suitable for medium and
small incineration of
50～300 ton/day

￭Suitable for medium and
small incineration of
25～100 ton/day

Targe
waste

￭ Most of MSW (Moisture
- rich waste such as
food, sewage sludge, and
non - flammable waste
are difficult.)

￭ Suitable for disposal of
sludge or liquid waste

￭All kinds of waste. ￭ Suitable for various
shapes (pelet, pluff, etc.)
and types (industrial
waste, MSW, ASR, SRF,
E-scrap, etc.)

Pre-tr
eatme
nt

￭ No need for waste size
larger than 100cm.

￭ Pre-treatment shredder
required (10～20㎝)

￭Pre-treatment required by
size

￭Pre-treatment required by
size

￭No need for waste size
larger than 50cm.

Flue
gas

￭ The excess air is 1.6-2.5,
prevention facility is
SNCR + SDR + A/C
injector + B/F.

￭ The excess air is 15 ～
2.0. By injecting alkalizers
into the furnace, prevent
HCl and SOx.

￭The excess air is 2.0,
prevention facility is
SNCR + SDR + A/C
injector + B/F.

￭The excess air is 1.9～2.1,
prevention facility is
SNCR + DR + SDR +
B/F.

Operat
ion &
manag
ement

￭ Incinerator operation,
shutdown is not easy to
operate

￭ Easy to manage
operation and operate
automatically

￭ In emergency, a lot of
waste are left in the
combustor, making it
difficult to control.

￭ The combustion does not
suddenly lower the
temperature (10°C/h),
making it easier to
operate/stop.

￭ Easy to control in case
of emergency

￭ Not easy to shutdown

￭ In an emergency, it takes
much time to discharge
waste

￭ Risk of damage to the
wall if heavy materials
are injected

￭ Combustion speed is
adjusted to rotational
speed.

￭Easy to start - up & shut
- down

￭ Easy to control in case
of emergency

￭ Waste incineration
efficiency is high, so
input control is required.

Table 7. Comparison of incineration process

*clinker : a lump of molten 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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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냉식 선회 연소장치도 연료투입부 형태, 연소공기 주입방식, 연소로 외벽냉각하

는 방법에 따라 특성화한 기술로 발전해 왔으며, 선회연소로에 대한 기술비교는

Table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Item Yoosung CDS Enerone

Appea

rance

air cooled combustion space divided reactor air & water cooled combustion

Comb

ustion

princi

ple

- Combustion air passes

through 2 layers of outer walls

at high speed, cooling the

outer walls of combustion.

- Complete combustion of fuel

with preheated combustion air.

2 layered exterior wall

and rotary turntable

- Combustion air passes through

a 2 layers of combustion

furnace and forms an air

curtain to burn..

combustion air flow

- Combustion air passes through

a 2 layers of combustion

furnace

- The outer wall is cooled by g

water and the used cooling

water is suplled to boiler.

combustion air and

colling water flow

Fea

tures

- outer wall cooling with

combustion air

- rotary turntable stoker type

(fuel injector and turntable

assembled)

- cylinder type fuel injector

- shute type direct ash dischage

- clinker breaker

- outer wall cooling with

combustion air

- rotary turntable stoker type

(fuel injector and turntable

separated)

- screw type fuel injector

- scraper type ash discharge

- eouter wall cooling with

combustion air and water

- rotary turntable stoker type

(fuel injector and turntable

separated)

- screw type fuel injector

- scraper type ash discharge

Table 8. Comparison of air cooled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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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공냉식 선회연소로의 특허 출원 동향

1) 특허 분석 개요

가) 분석 배경 및 목적

분석 대상의 기술은 고효율 공냉식 연소장치에 관한 것으로, ASR, SRF, 사업장

폐기물 등 고형 폐기물을 연소시키기 위한 공냉식 연소기술의 기술현황과 경쟁사의

관련 특허를 파악하고,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선진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연소 및 소각장치 관련된 특허를 중점 조사하여 동향을 분

석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차별화된 연소기술 개발을 위한 기

반 기술 습득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분석을 진행하였다.

나) 분석 범위

(1) 분석대상 특허 검색 DB 및 검색범위

고효율 연소장치에 대한 특허는 한국, 일본,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검색 DB는

WINTELIPS를 사용해 검색을 진행하였다.

Data Country Search DB
Analysis
period

Search range

Patent
announcement

and
registration

(base on date)

Korea WINTELIPS

～ 2017.09.05

All patent announcement
and registration

Japan WINTELIPS
All patent announcement

and registration

USA WINTELIPS
Patent announcement,
Patent announcement

(publication & re-announcement)

EU WINTELIPS
EP-A(applications) and
all EP-B(granted)

Table 9. Patent search DB and search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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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대상 검색식 도출

분석타겟은 Table 10에서 정리한 제시기술인 폐기물 연소장치에 관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키워드의 조합으로 검색식을 작성한 후, 해당

기술과 구성요소, 구조 및 방법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특허의 존재유무를

조사하였다.

Target

Country
Korea, USA, Japan, EU

Search

keyword

P

a

t

e

n

t

waste

(waste* waste synthetic* residue* by-product* SRF*

(solid* near2 fuel*) (combustible* near (waste* fuel*))

residue* junk car scrap* new renewable energy* (new

renewable* near energy*) wast* trash* (by* near product*)

coproduct* residue* pollut* contaminant* (solid* near2

fuel*) ((comust* inflammability*) near material*) ASR

(Automobile* near Shred* near Residue*) (E near scrap*)

SRF ((regenerat* renew*) near energy*))

inciner

ator

(incineration* combustion* steam* (steam* near2

generation*) combust* incinerat* (burn* near2 up*) steam*

(steam* near2 (heat* power*)))

IPC

F23B

Methods or apparatus for combustion using only

solid fuel (for combustion of fuels that are solid at

room temperatures, but burned in melted form)

F23G
Cremation furnaces; consuming waste products by

combustion

Search

Equation

P

a

t

e

n

t

(waste* waste synthetic* residue* by-product* SRF* (solid* near2

fuel*) (combustible* near (waste* fuel*)) residue* junk car scrap*

new renewable energy* (renewable* near enerby*) wast* trash* (by*

near product*) coproduct* residue* pollut* contaminant* (solid* near2

fuel*) ((comust* inflammability*) near material*) ASR (Automobile*

near Shred* near Residue*) (E near scrap*) SRF ((regenerat*

renew*) near energy*)) AND (incineration* combustion* steam*

(steam* near2 generationb*) combust* incinerat* (burn* near2 up*)

steam* (steam* near2 (heat* power*))) AND (F23B* F23G*).IPC.

Table 10. Search keyword for analysis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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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효특허 선별 기준 및 결과

(1) 유효특허 선별 기준

검색식으로 도출된 특허는 8,199개로 실제 필요한 검색자료가 아닌 특허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다음의 선별기준을 토대로 유효한 특허를 선별해서 기술동향에 필요

한 특허만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량 잔재물, 산업용 폐기물 등 고형원료를 연소 및 소각시키기 위한 공냉식 연소

기술 기반의 연소장치에 대한 유효 특허 선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유

무기성 폐기물 건조 관련 시스템과 폐기물의 이송/이동 방법 및 시스템, 증기보일

러, 보일러설비, 온수보일러, 보일러 정화 시스템 등 난방 시스템, 활성탄, 촉매, 탄

화물 제조방법 그리고 그 외 배기가스 처리장치, 탈취장치, 열분해 처리장치 등 관

련도가 낮은 특허 제외하여 유효특허를 선별하였다.

Category
Patent search data cases

Korea USA Japan EU Total

Waste combustor 1,677 996 4,752 774 8,199

Table 11. Results of patent search for waste incinerator

(2) 유효특허 선별 결과

공개/등록 중복 제거 및 패밀리 특허 중복 제거 후 유효특허 선별 기준에 따라

노이즈 제거한 결과 총 6,138건의 유효데이터가 추출되었으며, 선회연소로와 관련된

15건의 핵심특허 및 15건의 유사 선회연소로에 대한 특허를 선별하여 총 30건의 핵

심특허를 분석하였다.

Category
Valid data cases

Korea USA Japan EU Total

Waste combustor 1,268 880 3,293 697 6,138

Table 12. Results of valid patent screening for waste inci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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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동향조사 분석방법

(1) 특허 동향 분석방법

본 분석에서는 ASR, SRF, 사업장 폐기물 등을 연소시키는 연소장치 기술 분야의

특허기술 Landscape, 핵심기술 분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특허기술 Landscape

특허기술 Landscape에서는 조사대상국인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에서의 주요시

장국 기술개발 활동현황 및 미국등록특허에서 나타나는 피인용지수, 시장력지수, 인

용지수, 비특허문헌 인용지수와 국가간 기술경쟁력 현황 분석 등을 통해 국가별

Landscape를 분석하였다. 또한, 상위 Top 10의 다건 출원인 도출을 통하여 주요 경

쟁자 현황 및 IP로 본 주요 시장국을 분석하고, 주요 경쟁자들의 시장확보력 및 기

술력, 주력 기술분야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경쟁자 Landscape를 분석하였다.

◎ 심층특허 분석

심층분석에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분석과 선별된 핵심특허의 기술의 특

징, 법적 상태, 패밀리 상태 등을 분석하고, 세부기술별로 핵심특허들이 중요한 이

슈로 다루고 있는 당면 과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된 해결수단과의 상관관

계를 도식화하였으며, 핵심특허들이 도입한 기술적 수단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

로써, 향후 연구개발 방향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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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기술 Landscape

가) 주요시장국별 특허동향

산업용 폐기물 연소기술 분야의 연도별 전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

부터 출원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폐기

물의 재활용률이 낮아 소각이나 매립에 의존하는 폐기물관리 시스템의 활성화로 인

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재활용 및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2000년대

후반부터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시스템 분야 특허들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처리시스템 관련 기술은 일본이 54%를 차지하고, 한국 21%, 미국 14%,

유럽 11% 순으로 특허출원을 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2000년대 중

후반 특허출원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경우 최근 출원건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유럽의 경우 1990년대 중반 활발한 특허출원 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

으며, 연도별 동향그래프에서 2016년 이후 데이터는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

해야 공개되는 특허제도의 특성상, 실제 출원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아

특허분석 데이터 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허출원도 있으므로 명확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 보였다.

Fig. 12. Share of patent applications by each patent office in each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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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atent application trend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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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시장국별 내·외국인 특허출원 현황

산업용 폐기물 연소기술 분야의 국가별/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일본

및 한국에서의 출원이 전체 분석대상 국가 출원 규모의 75%를 차지를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 및 한국이 본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

며, 다만, 앞서 연도별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의 특허출원이 상승세를 보

여 한국 및 미국이 최근 연구개발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일본 및 유럽은 내국인 출원 점유율이 높아 내국인에 의한 특허활동이 활발

한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경우 외국인의 출원이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JP)

이 27%, 독일(DE)은 14%로 내수시장과 더불어 해외시장 진출에 주력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폐기물 연소기술 분야의 주요시장국의 내 외국인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

면, 한국 및 일본, 유럽 국가는 내국인들에 의해 특허출원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국 내에서의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자국민에 의한 특허출원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 후 다소 감소하는 반면, 타국 국적의 출원인에 의한 특허출

원 활동은 다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자국 국적의 출원인의 출원활동 점유율과 타국 국적 출원인에 의한 특허

활동 점유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자국민에 의한 기술개발활동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을 목표로 한 주요 경쟁사들의 활발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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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tatus of patent applications from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in major
markets.

Fig. 15. Status of patent applications by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in major
markets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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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출원인 특허출원 현황

산업용 폐기물 연소기술 분야에서의 최다 출원인 TOP 11을 살펴본 결과, 11개

기업 모두 일본국적의 기업으로 나타나 일본은 연구개발 및 특허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효특허 6,138건 중에서 204건은 일본의 JFE ENG社에

서, 그 다음으로는 MITSUBISHI HEAVY社에서 138건, EBARA社의가 122건의 특

허를 출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의 JFE ENG社에서 최근 출원한 특허를 살펴보면, 화격자식 폐기물 소각로에

의한 폐기물 소각 방법 등 화격자를 구비한 연소로를 기반으로 적외선 카메라를 통

해 폐기물 상태 정보를 얻음으로써 상태 정보에 의거해 운전 조건을 제어하는 소각

로 기술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6. Patent trends by major applicants.

국내 주요출원인을 살펴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17건을 출원하여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유성社이 15건, 한국기계연구원이 11건 순으로

특허를 출원하였다. 특히, 공냉식 연소기술을 사용하는 주요 경쟁사인 씨디에스는

본 기술 분야 관련하여 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상권 대표와 에너원은 각

각 7건, 5건의 특허 출원으로 총 12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한국비앤텍이 5건, 상수가 2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유지 중인 상태이

다.

산업용 폐기물 처리 과정에 있어서 공냉식 연소로 관련 경쟁사 분석을 통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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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 법적 상태, 패밀리 상태 등의 심층 분석을 수행하여 핵심특허들이 도입한

기술적 수단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연구개발 방향성을 살펴보았으며,

본 기술 분야 주요 기술사로는 1. 씨디에스글로벌, 씨디에스테크놀러지 2. 김상권(에

너원) 3. 한국비앤텍 4. 상수, 5. 유성으로 5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Fig. 17. Patent trends by major applicants in korea.

Applicant for patent KR US JP EP Total

CDS

CDS Global 4 1 0 0 5

CDS
Technology

3 0 0 0 3

Enerone S.K. Kim. 7 0 0 0 7

Koreabntek 5 0 0 0 5

Sangsoo 2 0 0 0 2

Yoosung 15 0 0 0 15

Table 13. Patent status of each country by major source of application for

air-cooled combu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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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층분석 소결

기술의 연관성을 반영하여 총 30건의 핵심특허를 선정하였으며, 핵심특허는 현재

기술 개발하여 권리화한 공냉식 연소장치와 기술 유사도가 높은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의 특징, 법적 상태, 패밀리 상태 등을 심층 분석하여 기술적 수단들을 구체적

으로 파악하고, 주요 기술사들의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하

였다.

CDS Global의 핵심특허 연구 개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주로 원심분리 기능의 연

소장치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고온상태의 연소실 측벽을 냉각시키고 연소

공기가 연소실 측벽을 따라 하방 선회하도록 돌출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클링커 제거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있다.

에너원은 선회류 공급실과 공냉실을 포함하고 있는 연소장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

으며, 수직이송 스크류를 구비함으로써 연소공기 공급관을 추가적으로 구비하여 열

손실을 줄여 열효율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가적

으로 냉각수가 순환하면서 발생하는 증발증기를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다시 수냉실

로 순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비엔택은 펠릿연료를 기반으로 한 연소장치에 대한 기술개발을 시작으로 스

크류 회전축에 의해 연료 및 연소재를 교반시켜 열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등 열효율

향상을 위한 특허를 순차적으로 출원하였으며, 최근에는 폐자원의 건조 및 소각시

키는 통합형 단일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 집중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상수의 경우 본 기술 분야 관련하여 2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소장치의

화격자 구조와 냉각 자켓에 대한 내용만이 언급되고 있어 꾸준한 연구개발 및 특허

출원으로 통합 소각시스템에 대한 지재권을 확보하고 있다.

(주)유성이 보유하고 있는 연소장치 관련 특허들은 공냉식 선회연소방식 중심의

요소기술들이고 보유기술에 대한 개량특허 확보를 통하여 개발기술에 대한 지식재

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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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atent
number

Application
date

Applicant Status The name of an invention

1 KR1778408 2015.12.24
CDS
global

Resistr
ation

연소기

2 KR0564881 2004.01.06
CDS
global

Resistr
ation

연소로의공기흐름을이용한 원심분리연소장치

3 KR0559745 2004.05.12
CDS
global

Resistr
ation

연소로의공기흐름을이용한 원심분리소각장치

4 KR0535861 2004.05.12
CDS
global

Resistr
ation

연소로의 공기흐름을 이용한 원심분리 버너

5 US6966268 2001.08.11
CDS
global

Resistr
ation

Centrifugal combustion method using
air-flow in a furnace

6 KR1307795 2012.11.14
CDS

technology
Resistr
ation

연소공기흐름을이용한영역별원심분리연소장치

7 KR1237761 2010.06.18
CDS

technology
Resistr
ation

비산재 분리 기능을 갖는 원심형 연속 연소장치

8 KR0907269 2008.11.18
CDS

technology
Resistr
ation

원심 분리형 연속 연소장치 및 그 연소방법

9 KR1503298 2013.08.27
S.K. Kim
(Enerone)

Resistr
ation

연소 장치

10 KR1399977 2012.08.20
S.K. Kim
(Enerone)

Resistr
ation

클링커 제거장치를 구비한 연소장치

11 KR1343881 2012.12.12
S.K. Kim
(Enerone)

Resistr
ation

재처리장치를 구비하는 연소기

12 KR1280857 2011.07.25
S.K. Kim
(Enerone)

Resistr
ation

연소효율이 향상되는 연소장치

13 KR1228345 2010.08.17
S.K. Kim
(Enerone)

Resistr
ation

연소효율이 향상되는 연소장치

14 KR1209022 2010.12.15
S.K. Kim
(Enerone)

Resistr
ation

열회수율이 향상된 열회수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시스템

15 KR1017700 2009.03.25
S.K. Kim
(Enerone)

Resistr
ation

열효율이 향상된 연소장치

16 KR1173515 2010.12.01 KoreaBnTek
Resistr
ation

펠릿 보일러용 연소장치

Table 14. Korea patents for air cooled combusto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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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KR1125278 2011.05.30 KoreaBnTek
Resistr
ation

펠릿 버너용 연소장치

18 KR1058889 2010.07.12 KoreaBnTek
Resistr
ation

펠릿 연료를 이용한 버너

19 KR1624259 2015.06.26 KoreaBnTek
Resistr
ation

건조성능이 향상된 통합형 연소장치

20 KR1531680 2014.05.15 KoreaBnTek
Resistr
ation

통합형 연소장치

21 KR1345425 2012.05.31 Sangsoo
Resistr
ation

연소장치용 화격자

22 KR1365277 2012.05.31 Sangsoo
Resistr
ation

연소장치용 냉각자켓

23 KR1228420 2012.06.18 Yoosung
Resistr
ation

직접선회냉각장치를 구비한 연소설비

24 KR1228421 2012.06.26 Yoosung
Resistr
ation

연소로 연료투입장치 및 연료투입장치를
구비하는 연소로 설비

25 KR1443726 2013.06.07 Yoosung
Resistr
ation

연소로의 불연성 잔류물 배출장치

26 KR1232866 2012.07.20 Yoosung
Resistr
ation

연소로 클린커 제거장치 및 연소로
클린커 제거장치가 구비된 연소설비

27 KR1228422 2012.08.07 Yoosung
Resistr
ation

조립식 연소로를 갖는 연소설비

28 KR1228423 2012.09.13 Yoosung
Resistr
ation

공냉식 연소로 설비

29 KR1519880 2014.10.01 Yoosung
Resistr
ation

수상패킹을 갖는 턴테이블이 구비되는
연소로 장치

30 KR1204756 2012.03.30 Boochang
Resistr
ation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및 가스화 일체형
연소보일러 장치

31 KR1770595 2017.02.24 Chungwooace
Resistr
ation

노내 연소식 잉여가스 연소기

32 KR1786304 2016.03.07 POSCO
Resistr
ation

고형연료 연소로

33 JP2012-078032 2010.10.04
KINSEI
SANGYO

Resistr
ation

건류 가스화 소각 처리 장치

34 KR0821906 2007.04.30 Y.J.Kim
Resistr
ation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소각장치의 그레이트

35 KR1721312 2015.03.17 J.H.Kim
Resistr
ation

와류현상을감소시킨이중원통형공냉식화로

36 KR1360945 2011.11.18 S.J.Kim
Resistr
ation

연소로

37 KR1331215 2011.12.08 H.J.Choi
Resistr
ation

사이클론 공기흐름을 이용한 초고온 소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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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Air-cooled combustor of yoosu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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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공냉식 선회연소로 기술의 연구동향

폐기물과 폐가스를 처리하는 공정에서 공냉식 선회연소장치를 적용하고 기술개발

하기 위한 논문은 다음과 같으며 선회연소로가 사용된 영역은 저 NOx 연소시스템,

고효율 에너지화 연소설비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채는 원심분리 공간연소법을 적용한 고효율 사이클론 소각로를 설계 및 검증하기

위해 수치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안정적인 3차원 Navier-Stokes, 열 에너지, 방사선

플럭스 및 보존 방정식을 적용하였고, 미분 방정식에 대한 수치 절차는 보다 신속

한 수렴을 보장하기 위해 SIMPLE의 변형인 SIMPLEST를 사용하였다. k-α 모델은

연소로 내부 혼합류에 활용되었고, 보존 방정식 또는 에너지 방정식의 반응 속도를

위해 ESCRS와 Eddy break-up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고효율 사이클론 소각장이 좋은 연소 특성을 갖고 있어 오염물질 배출

량이 적고 알찬 형태의 소각발전기로서 이동형태 및 적은 공간에 활용가능한 시스

템임을 확인하였다. 향후 공기 흡입구 속도, 소각로 구성에 의해 개선된 작동 조건

과 소각로 구성에 대한 설계 인자 도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15].

김은 혁신적인 소각시스템의 최적 연소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반응기 내부 유동

특성, 온도분포, 속도분포 및 체류시간 등에 대해 전산유체역학(CFD)을 이용한 3차

원 모사를 수행하여 연료 투입량 1.5 ton/hr, 체류 시간 1.25초, 공기비 2.1의 조건에

서 연소시킬 때 로 출구의 면적가중(area-weighted) 평균온도는 1,077℃로 나타나

에너지 회수 및 유해가스 처리에 적합한 온도를 도출하였다. 배가스는 연소실 중앙

부위에서 강한 선회류를 따라 최고속도 약 40 ∼ 50 m/s로 덕트를 통해 배출되므

로 연소실의 중심부에 강한 난류가 형성되어 연소 속도 및 연소 효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불완전 연소를 방지하고 또한 thermal NOx의 생성도 억제하기 위한 적정

운전조건은 공기비 1.9 ∼ 2.1, 연료 투입량 1.25 ∼ 1.5 ton/hr 정도인 것으로 나타

났다[16].

채는 80 kW급 단일버너 연소로에서 NOx, 버너 설계인자도출을 위해 석탄 연소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버너설계인자인 선회강도, 총 과잉 공기비, 버너 영역 과잉공

기비, 1차/2차 산화제 비율, OFA 비율을 변경하여 총 81개 조건에 대해 실험을 수

행하였다. 실험결과, 선회류가 약하면 연소로 출구에서 CO가 증가하고 연소로 내부

온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회류가 강하면 NOx가 증가하기 때문

에 적절한 선회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NOx를 줄이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생성된

NOx의 양은 산화제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2차 산화제의 비율이 증가하면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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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NOx 방출량이 증가하고, 측정된 배출구 NOx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2차

산화제의 비율이 감소하면 화염이 길어지고 CO가 증가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적절

한 조건이 만족될 때 O2 6%를 기준으로 최소 NOx가 82 ppm 생성되는 것으로 확

인하였고, 버너는 연소용 공기를 1차, 2차 공기로 하나의 산화제 유동만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추후 3차, 4차 공기로 분할하여 화염형태 및 반응을 세밀하게 제어할

경우 추가적인 NOx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17].

이는 선회류가 혼합효과 및 체류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CFD 해

석을 진행하였다. 선회를 동반하는 연소실은 혼합효과가 뛰어나 일산화탄소 및 미

연분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원통형 연소실의 경우 선회가 강해짐

에 따라 평균 체류시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시 적용하는 체류시간에 대해 이론적 체류기간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소각로 설계의 관점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큰 재순환영

역을 없애 실질적인 체류시간을 증가시키고 체류시간의 분포를 균일하게 해야한다

고 판단하였다[18].

Fig. 19. Schematic diagram of the high
efficiency cyclone inci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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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산유체역학에 의한 연소로 설계

2.2.1 전산유체역학의 개요

1960년대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CFD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초기에는 매우 제한

적으로 이용되다가 1980년대 들면서 상업용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상업용

CFD 코드의 등장에 따라 항공, 자동차,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이에 관한 적용 범

위가 확대되어 갔다. 1990년 이후에 기능면에서 꾸준히 발전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제품을 설계하는데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최초 개발당시에는 높은 프레임의 컴퓨

터를 사용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 또는 일반 컴퓨터에서도

CFD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

전산유체역학은 유체 유동을 지배하는 미분방정식들을 컴퓨터를 이용해 수치해석

하는 학문분야로써 경제성, 시간절약, 완전한 정보의 제공, 실제조건에 대한 해석,

이상조건에 대한 해석 등 기존의 실험을 통한 유동해석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

다. 유동의 해석이 복잡한 이유는 유동의 운동자체가 심한 비선형을 가지며 난류,

캐비테이션, 이상유동, 자유유동, 화학반응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19,20].

현재 공학적으로 중요한 열 및 유체 유동을 해석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CFD 코드

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코드의 해석능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제에 따른

매개변수를 입력시키고 결과를 조사할 수 있는 정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

고 있다. 모든 CFD 코드는 3개의 주된 요소 (1) 전처리기 (pre-processor), (2) 솔버

(solver), (3) 후처리기 (post-processor)를 가지고 있다. 이중 전처리기는 CFD 프로

그램에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입력자료의 변환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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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The structure of general CFD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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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 과정은 어떠한 CFD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하는 과정이다. 우선 해석하고자 하는 영역의 기하학적 정의하여 계산영

역을 결정하고, 해석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작은 공간으로 쪼개어 격자를 생성하여

모델링 대상의 형체를 구성하고, 해석영역을 모델링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현상을 적용한 후 유체의 물성치를 반영해 셀과 영역경계에서 만나서 반응

모델을 가동하기 위한 적정한 경계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유동해석에 있어 속도, 압력, 온도 등에 대한 해는 각 셀 내부의 절점(node)에서

정의되게 되고, 정밀도는 격자를 구성하는 셀의 개수에 의해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셀의 수가 많을수록 해의 정밀도는 높아지게 되고, 해의 정밀도와 해석에 소요되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자원소요나 계산시간 등의 관점에서도 격자의 세밀함에 달려있

다. 따라서, 최적의 격자망은 때로는 불균일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변수들이 위치에 따라 크게 변하는 영역에서는 조밀한 격자를, 변수의 변화가 크

지 않은 영역에서는 듬성한 격자를 구성한다. 자기-적응형 격자를 만들 수 있는

CFD 코드가 현재 개발 중이며 변수의 변화가 급격한 영역에서는 자동적으로 코드

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려면 물론 상당한 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원하는 정밀도와 해석 소요비용 사이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일이 여전히 CFD 사

용자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봐야한다.

산업분야의 CFD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시간 중 50% 이상이 해석영역의 기하학적

정의와 격자생성에 소요된다. CFD 코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메인 코

드는 자체적으로 CAD(computer aided design)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도입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으로 만든 영역 데이터나 격자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전처리기는 사용자가 유체의 물질상수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난류 모델, 열전달 모델, 연소 모델 등과 같은 주 유동 방정식에 특수한 물리, 화학

적 공정 모델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음은 수치알고리즘을 통해 해석하는 단계로 수치해석 기법의 세가지 주류는 유

한차분(finite difference), 유한요소(finite element) 및 스펙트럴(spectral)방법이 있는

데, 여기서는 유한 체적법(finite volume method)을 중심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방법

은 유한차분의 특수한 형태로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코드인 CFX/ANSYS,

FLUENT, PHOENICS 및 STAR-CD에서 채용되고 있다.

수치 알고리즘 과정은 영역 내의 모든 유한체적에 걸쳐 유체유동이 지배방정식을

적분하고, 차분화-적분 방정식을 산술 방정식 시스템으로 변환한 후 반복법에 의해

산술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절차를 가진다.

위 첫 번째 단계에서 유한체적법은 다른 CFD 기법과 구분되고 있다. 유한체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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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각각의 셀에서 물성치들은 보존되고 이렇게 수치 알고리즘이 물리적 보

존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유한체적법의 주된 사항이며, 이로 인해 유

한 요소법, 스펙트럴법과 같은 기법에 비해 유한체적법은 공학자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어떠한 유한 검사체적내의 유동의 속도 성분 혹은 엔탈피와

같은 일반적인 변수 의 보존은 그 양을 감소시키려고 하거나 증가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사이의 균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을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제어체적 내 의 시간변화율] + [제어체적 밖으로의 대류에 기인한 의 정미플럭

스] = [제어체적 내로의 확산에 기인한 의 정미플럭스] + [제어체적 내에서의 의
생성률]

CFD 코드는 대류(유체유동에 의한 수송), 확산(가 위치에 따라 달라짐으로 해서

발생하는 수송), 소스항(가 생성되거나 소멸하는 것) 및 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등 핵심 수송 현상을 취급하기 위한 차분법을 포함하고 있다. 그 근간이 되는 물리

적 현상이 복잡하고 더구나 비선형이라서 해를 구하려면 반복법이 필요하다. 가장

활용이 많은 기법으로서, 라인 단위로 TDMA(삼중대각행렬 기법; tri-diagonal

matric algorithm)를 사용하여 산술 방정식을 푸는 방법, 그리고 압력과 속도를 올

바르게 연결시켜주는 SIMPLE(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linked

equations) 알고리즘을 들 수 있다. 상용 코드는 사용자로 하여금 더욱 발전된 기법,

예를 들면 다중격자 가속법(multi-grid accelerator)이나 콘주게이트 그레이디언트

(conjugate gradient)방법을 가미한 포인트 Gauss-Seidel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

고 있다.

전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후처리 과정 분야에서도 상당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그래픽 기능이 많이 향상된 공학용 워크스테이션의 사용빈도가 커짐에 따라 선

두그룹의 CFD 패키지들은 데이터 가시화를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도입하고 있다.

후처리 과정은 기하학적 영역과 격자망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백터그림, 등고선과

음영들을 입자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투시화면을 이동, 회전 및

확대/축소 등을 통해 2D, 3D 화면으로 표현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결과를 동적으로 보기 위한 동영상 기법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모든 코드가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어 별도의 도구로 후처리의 추가작업이 가능하도

록 하고 있다.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CFD

코드의 그래픽 출력 기능도 많이 향상되어 쉽게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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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전산유체역학의 분석방법

1) 소각시스템의 수치해석

연소란 가연물과 산소와의 반응으로 에너지를 얻는 방식으로 효율적 연소를 위해

서는 매우 많은 인자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실증설비 실험을 통해 연소조건을 고찰

할 때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연구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모사분석은 실증설비 실험을 통한 유동해석보다

다양한 조건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유동을 지배하는 방정식들을 충분히 적

용하게 되면 많은 연소조건 변화를 규명할 수 있어 실험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부

분까지 조건변화를 통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2].

2) 소각시스템의 수치해석 방법 및 FLUENT program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ANSYS사의 FLUENT를 이용하여 모사하였

고, 수치해석에는 난류 방정식들의 이산화 방법으로 유한체적법(finite-volume

method)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모든 수치해석은 상류차분 도식(upwind differencing

scheme)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수치해석에서 압력항을 풀기 위한 알고리즘은

크게 2가지로, PISO(pressure implicit with splitting of operators) 알고리즘과

SIMPLE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3차원 비직교 일반 좌표계에서의 해의 수렴 속도는 SIMPLE, PISO 순으로 알려

져 있고, 이는 식 전개 과정에서 PISO 알고리즘이 3차원 계산에서 변수의 수가 증

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해의 수렴에 대한 안정성이 높고 계산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SIMPLE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23].

또한, 하향 이완법(under-relaxation)을 사용하여 수렴성을 높였으며, 반복 계산시

종속변수들의 수렴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잉여치(residual ; R)를 체크하면서 잉여

치가 10-3 이하에 도달하면 수렴된 것으로 간주하였다[24].

max ≤  (1)

가) 기초방정식

유체의 유동에 대한 물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법칙이 있다. 예를 들어,

mass, momentum, energy conservation등과 같은 법칙들이다. 정상상태, 비압축성



- 45 -

기체라 가정할 때 일반적인 물리량의 수송 방정식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div(ρVφi - Γφi gradφi) = Sφi (2)

여기에서 V는 속도 벡터(velocity vector)이고 Γφi는 확산계수이다. Sφi는 부력항

(buoyancy)을 제외한 비정상항, 압력구배 등을 포함한 모든 요소항을 나타낸다[25].

나) 난류모델

난류 유동은 매우 불규칙하고, 비정상 3차원 거동을 하므로 난류 유동과 관련된

유동 현상을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설명하기는 어려워 고 레이놀즈수 유

동에서 발생되는 난류의 물리량 수송방정식인 Navier-Stokes 방정식을 직접 풀 수

는 없다[26].

따라서 난류를 해석하기 위해 난류 모델을 도입하게 된다. 난류 모델 중 1974년

Launder와 Spalding에 의해 제시된 표준 k-ε 모델은 난류의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속도가 시간 평균 속도와 변동분의 속도로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Navier-Stokes 방

정식을 시간 평균하여 속도 변동량의 상관항이 응력 형태(Re 응력항 = 난류 점성

계수× 속도 구배)인 레이놀즈 응력항을 도출해 내고, 이는 분자점성에 의해 발생되

는 전단 응력과 같은 형태로 난류를 가장 잘 표현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27].

표준 k-ε 난류 모델은 ‘난류 점성’을 난류 운동 에너지 k와 난류의 소산률 ε, 이

두 가지 변수로 표현한다.

 




(3)

난류 점성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난류 에너지와 소산률을 알아야 한다. 난류 운

동 에너지( k) 방정식은,






 





   (4)

난류 소산률(ε) 방정식은 식 (4)과 같고 여기서 Gk는 난류 생성항으로서 식 (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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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기에서 Cμ, Cε1, Cε2, σk, σε은 경험적으로 결정되는 실험 상수이며 Table 15와 같

다[28].

Cμ Cε1 Cε2 σk σε

0.09 1.44 1.92 1.0 1.3

Table 15. Values of the constants in the κ-ε model

난류모델 중 Standard k-ε 난류 모델은 실험에 근거한 반실험식으로 난류에너지

k와 소산율 ε이 독립적인 두 개의 수송방정식에 의해 결정되어 열/유동해석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모델이다.

와류에 의해 점성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유동에서는 종종 소산율 ε의 파괴로

정상적인 해의 수렴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수치해석적 방법은 유동

특성 및 목적에 상응하는 적절한 난류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Standard k-ε 난류 모델은 Table 16에서 장 단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러 난류

모델 중 Standard k-ε 난류 모델은 실험에 근거한 반실험식으로 난류에너지 k와

소산율 ε이 독립적인 두 개의 수송방정식에 의해 결정되어 열해석과 유동해석에 가

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모델으로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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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ontents

Standard

k-ε 

model

Strength

◦ Simplest turbulent model applicable only under 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s

◦ Demonstrates superior performance in many engineering

fluid problems

◦ Well-established and most widely verified turbulent model

Weak

ness

◦ Higher application cost than mixed length model

(due to two additional PDE(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 Poor performance in the following elements (for open flow,

large additional deformation and non-round duct flow)

Mixing

length

model

Strength

◦ Easy to apply and cheaper than calculation resources

◦ Excellent prediction ability for thin shear layers

(jet flow, blend Layer, backflow and boundary layer)

◦ Well established

Weak

ness

◦ Flow separation and recirculation flow are not computable.

◦ Only average flow variables, turbulence and shear stress

RSM

model

Strength

◦ Most common of classical turbulence models

◦ Only 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s are required

◦ Calculate the mean flow variables and Reynolds stresses of

various flows very accurately.(Wall jets, asymmetric

channel flow, non-round duct flow, and curve flow)

Weak

ness

◦ Calculation cost is very high (7 additional PDE)

◦ Not widely verified compared to k-ε turbulent models

◦ Poor in the following elements (axisymmetric jet and open

flow problems, recirculation flow, etc.)

ASM

model

Strength

◦ Cheap method for handling anisotropy of Reynolds stress

◦ Combines a typical RSM with an economical k-ε model

◦ Available to thin shear layer at isothermal temperature

under buoyancy

◦ If convection and diffusion terms are negligible, have good

performance as the RSM.

Weak

ness

◦ Slightly expensive than the k-ε model (2 PDEs and

arithmetic equation system)

◦ Not widely verified compared to k-ε turbulent models

◦ Same as RSM's problem

◦ Restricted application of hypothetical models for convection

and diffusion transport effects

Table 16.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urbulent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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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모델은 종류도 많고 종류별 선택사항도 다양한데, 간단한 난류모델을 이용하

는 경우 계산과정은 단순하지만, 난류 유동의 물리적 현상을 세밀하게 해석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좀 더 복잡한 모델을 이용할 경우 계산과정은 복잡하나 물리적

현상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물리적 현상이 좀 더 정확히 반영된 그

수식들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만큼 많은 가정사항을 도입해야 하

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요인이 될 수 있어 수치해석적 방법은 목적

에 상응하는 적절한 난류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길이(mixing length)모델, RSM(reynolds stress models)모델,

ASM(algebraic stress models)모델과 비교했을 때 열/유동해석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표준 k-ε 난류 모델을 적용하여 연소공기 분배용 챔버 내에서 발생

되는 난류유동을 해석하였다.

다) 연소모델

가연물이 소각로로 투입되면 하부에서 유입되는 압입공기로 인해 가열된 후 탈휘

발화(De-volatilization) 과정을 거치면서 일산화탄소와 수소로 전환된 후 산소가 반

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소로 화격자에서 폐기물의 화학반응은 수분, 회분, 가연분 등의 고형연료 열분

해 생성물질이 균일하게 생성과 소멸하는 것으로 Arrhenius function에 의해 계산

하였다. 난류 유동에서 휘발분의 산화화학반응은 다음의 3단계의 지배반응으로 이

루어진다.

 



  
  (7)




  , 


  (8)

연소시 char 생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소각로 내 공기와 휘발성 기체간의

반응 모델은 Eddy-dissipation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하였고, 연소시 고온 현상을 더

욱 사실적으로 모사하기 위해 P1-model을 사용하여 복사열전달 효과를 고려하였다.

현재 연소에 대한 CFD 모델링은 공기연소 조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

고, 주요 모델은 난류, 복사 열전달, 촤 연소 및 가스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able 17에 요약하였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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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Fuel
Turbul

-ence

Radiatio

n

Char

Combus

-tion

Reaction

mechanism

Chemistry

turbulance

Khare et

al.

[2008]

Coal A k-ε

P-1

with

WSGG*1)

C + O2
Volatiles

combustion

Chemical

equilibrium

Rehfeldt

et al.

[2009]

Tselentis

coal,

Lausitz

lignite coal

Standard

k-ε
DO

C + O2
C + CO2

- -

Toporov

et al.

[2008]

Rhenish

lignite
k-ε

DO

with

WSGG

C + O2
C + CO2

Volatile

breakup

CO and H2
burning

Finite rate

/ eddy

dissipation

Chen et

al. [2010]

Bituminous

coal

Standard

k-ε &

k-w

DO

with

WSGG

C + O2
C + CO2
C + H2O

Modified

JL

Finite rate

/ eddy

dissipation

Andersen

et al.

[2009]

Propane
Realizable

k-ε
P-1 -

WD and

Modified

WD

EDC

Vascellari

et al.

[2009]

Cottelborn

hvBp coal

Standard

k-ε
P-1

C + O2
C + CO2
C + H2O

EDC

Nikolopoul

os et

al.[2011]

Lignite

from

Achlada

mine

Standard

k-ε

DO

with

EWB*2)

C + O2
C + CO2

Volatile

cumbustion

and CO

burning

Finite rate

/ eddy

dissipation

Table 17. CFD simulation and their sub-models for combustion

*1) WSGG(Weighted sum of gray gases) model

*2) EWB(Exponential wide ban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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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공냉식 선회연소로의 연구동향

연소로는 투입한 연료를 주입되는 연소공기와 완전혼합시킨 후 고온에서 발생된

휘발가스를 안전하게 산화시켜 보일러 단계로 연결하는 공정이다. 연소에는 대상

연료에 대한 탈휘발조건과 연소 중 복사 연전달 및 연소특성에 따라 NOx, CO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열효율적인 효과 증가와 배가스

의 안정적인 배출을 위해서 다양한 연소조건 확립(난류혼합연소 및 열전달, 화학반

응, 복잡한 물리화학적 공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Fig. 21. Types of mold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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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zhin은 열방사선 전달에 P-1 모델을 적용하여 설계, 운전인자 도출에 대한 잠

재적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열방사선 온도의 개념은 이 모델

이 일반적인 곡선 좌표계에 사용될 때 특히 유용했고, P-1 모델은 가스와 입자 사

이의 복사 교환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모델로서 산업용 용해로에서의 석탄 연소 프

로세스의 모델링 결과는 실험 관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Chun은 유기성폐기물을 바이오 가스화하여 60 ～ 70%의 메탄과 30 ～ 40%의 이

산화탄소 및 기타가스(NH3, H2S, NOx 등)로 생성되는데 있어 저발열량의 가스, 폐

수, 슬러지, 석탄 등에 사용되는 사이클론 연소로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3

차원 선회흐름, 연소와 여러 인입조건에 따른 변화를 k-ε 난류모델과

ESCRS(expanded simple chemical reaction system)모델로 모사하였다. 이 연구는

상용코드인 Phoenics Ver. 3.4를 사용하여 주입속도와 공연비를 주요 인자로 운전조

건의 변화를 보았으며, 재순환영역의 크기와 모형에 주는 변화와 연소효율과 배출

거동의 주요 요소인 혼합분율과 수직속도의 영향을 확인하였다[31].

박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하수 슬러지를 대상으로 100 ㎏/hr급 소용량 사이클론

소각시스템의 소각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슬러지 수분함량, 슬러지 투입량, 보조연료

량 등 동작조건의 변화인자를 대상으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정상 운전시 연소로의

압력 손실은 700 mmAq로 나타났으며, 연소에 의한 온도분포는 1,000℃ 미만으로

유지되었다[32].

수분 86.1%의 슬러지 100 ㎏을 소각시에는 보조연료 4.7 ℓ/hr가 필요하였으며,

연소로 내 온도가 1,000℃ 미만으로 유지되어 대부분의 NOx는 thermal NOx 보다

는 fuel NOx인 것으로 예측하였다. 소각재의 성분에서는 유기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소각기에서 완전 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하였다.

Nguyen은 도시고형폐기물 소각로의 NOx 제어에 있어 urea 수용액을 사용하여

SNCR에 의한 현장실험과 전산유체역학(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연구를 수행

하였다. 소각로에 설치된 SNCR 공정의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 화학역학 및 액적상

에서의 3차원 난류 반응 흐름 CFD 모델을 개발하였다. 표준당량비(NSR;

normalized stoichiometric ratio) = 1.8에서는 현장 실험으로 70% NO(산화물) 감소

를 얻지만, CFD에서는 66% NO 감소로 균일하지 결과를 얻었으며, NH3 슬립에 있

어서는 현장실험과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33].

액적 크기 분포가 질소산화물 감소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CFD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SNCR 출구의 NO 농도는 균일하지 않은 방울 크기의 경우 더욱 크게 분산되

기 때문에, 불균일한 방울 크기는 연도 가스와의 혼합을 향상시키고 NO 감소 효율

을 높이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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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Concept of air-cooled combu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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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제성 분석

2.3.1 사업 타당성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사업의 목적과 자료를 토대로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되 환경사업의 경우 국가, 지자체에서 설정한 정책적인 방향

성과 국내 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경제상황의 여건변화, 기술의 성숙수준에 따른

고려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업 타당성 분석절차는 Fig.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사업의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시작하는데 있어 유망아이템에 대한 사업화 착안을 획득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략사업에 대한 내용에 따라 사업전략과의 연계성, 시

장의 요구 및 충족가능성, 기술파급 효과, 시기 적절성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해 사업

의 목적에 따른 기초자료 분석을 선행한다.

목적성을 확보한 다음 반드시 분석해야 할 것은 최소한 후보 사업 상태평가시 검

토항목 및 후보 우선수위 결정을 위한 예비사업성 분석항목과 손익분기점 매출액

확인에 있다. 조사된 기초자료를 통해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추정과 생산판매를 예

측하여 경제성 분석을 진행한다.

사업의 추진여부와 추진방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국 내외 사업추

진 검토시 다양한 사회 경제 정치적 영향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많은 변화를 예측

되고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에 대한 신뢰

성을 확보한 후에는 경제적인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실시하여 주요 수요 및 편

익추정 비용추정 경제성 및 재무적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 파급효과

성장효과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현실과의 적합성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등

을 검토해야 한다.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기업 및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키워드로써 그 중요성은 크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성만을 따지

는 것이 아닌 정책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 54 -

Project purpose & background analysis

◦Business background, purpose, expected effect

◦Business area survey and case study

◦Business alternative analysis

⇩

Economic analysis

◦Demand Estimation and plant design

◦Production and sales plan

◦Funding plan

◦Estimate cash flow

◦Sensitivity analysis, etc.

⇩

Comprehensive evaluation

Policy aspects Economic aspects Technical Aspects

◦ Project purpose

◦ Review of investment

alternatives

◦ Reality of financing

◦ Stability of fuel

◦ Expected effect

◦ Sales plan(market share)

◦ Funding required

◦ Operating funds

◦ Profitability

◦ Ability to repay borrowings

◦ Break-even analysis, etc.

◦ Optimal facility process

◦ Production plan

◦ Location conditions

◦ Laws and regulations

◦ Construction plans

◦ Investment expenses, etc.

⇩

Determination of project

implementation plan

Fig. 23. Business feasibility analysis performance framework.



- 55 -

2.3.2 경제성 분석의 방법론

본 연구는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미래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및 최초 자본

투자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경

제성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전통적 분석방법과 할인현금흐름 분석방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인 분석방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으로서 회계적 이

익률법, 자본회수기간법이 있으며, 할인현금흐름 분석방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평가의 방법으로 수익성지수법, 순현재가치법 및 내부수익률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회수기간법, 순현재가치법 및 내부수익률법으로 분석을 실시하

였다.

1) 회수기간법 (payback period method)

회수기간법이란 투자에 소요된 자금을 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부터

모두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계산한다. 회수기간을 비교하여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회수기간이 빠른 투자 안부터 우선순위를 가진다.

허용가능한최장회수기간목표회수기간투자안의회수기간

회수기간법은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어들므로 투자에 따르

는 위험도 그만큼 줄어든다. 또한,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자금이 빨리 회수되므로 기

업의 유동성이 향상될 수 있으나,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

에 투자의 수익성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2) 순현재가치법 (Net Present Value Method)

사업에 대한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유입액 현가합계와 유출액 현가합

계의 차이를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라고 하며, 순현재가치법이란 산출된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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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유입액현가합계현금유출액현가합계


  








  







순현재가치∑미래유입현금흐름의현가미래지출현금흐름의현가최초자본투자

상기식에서 r은 할인율, n은 분석기간, Rt는 t기간에 발생하는 현금유입액, Ct는 t

기간에 발생하는 현금유출액이다. 할인율 r은 새로운 투자로부터 획득해야 할 최소

한의 수익률을 말하며, 이는 투자에 대한 자본비용이다. 재무적 순현재가치를 산출

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먼저 결정되어야하며,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 혹은

장기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한다.

3) 내부수익률법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내부수익률법은 계획사업에 대한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유입과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산출하고 이를 자본비용과 비교하여 투자안을 평가하

는 방법이다. 이때 내부수익률(FIRR)이란 투자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

출액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며, 이 할인율이 자본비용보다 높을 경우 재무적 타당

성이 있는 것이다.

 현금유입액현가합계현금유출액현가합계


  








  







현금흐름할인법인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에 비하여 회수기간은 회수기간까

지만 분석하고 분석기간 전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결

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체계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다른 분석

방법을 통한 평가대안들 사이의 분석결과 차이가 크지 않아 대안 선택이 어려운 경

우에는 회수기간법을 최종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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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Definition Option Priority

Payback

the period to recover the initial

investment from cash flow

revenues.

payback period of plan

≤ goal

payback period

shorter

payback

period

NPV 
  








  






NPV of plan

≥ 0

bigger

NPV

IRR 
  








  






IRR of plan

≥ bank acceptance rate

bigger

IRR

Table 18. Business feasibility analysis method and definition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을 비교해보면, 일반적으로 단일 투자안의 투자가치

를 평가할 때는 두 방법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나, 이론적 배경에서 순현재가치법

이 내부수익률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재투자수익률에 대한 가정에 있어서 내부수익률보다 합리적이라고 평가되고, 해당

사업가치의 증가분을 계량화하여 나타내 준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내부수익률법으

로 평가할 경우,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방향이 한 번 이상 변할 경우 복

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어 평가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결국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의 재무성 분석은 세 가지 분석 방법인 회수기간법,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율법을 모두 시행하여 결과를 제시하되, 실제 사업의 선행목

적인 영리확보를 기반으로 사업타당성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재무적 순현

재가치를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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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경제성 분석의 적용과 활용

사업의 타당성은 사업의 목적 및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수요에 대한 생산, 판매계

획, 자금조달, 현금흐름, 민감도 등의 경제성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결과로서 사업의

추진여부와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환경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은 정책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차이로 인해 다양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현실가능한 사업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1)

기존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2) 사업의 위험이 적은 사업, 3) 자금소요가 적고

현금창출능력이 우수한 사업, 4) 열부문의 고정비 원단위가 낮은 사업임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현실화 가능한 사업장의 실제 자료를 적용하여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이

다.

김은 순환유동층 연소로에서 폐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5 MWe 규모의 발전

시설을 대상으로 초기투자비, 폐목재의 가격, 탄소배출권, 계통한계가격과 같은 주

요 변수들이 사업의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폐목재를 무상으로 공급

하고, 기반투자비용 106.5 억원, 계통한계가격 99 원/kWh의 기준에서 사업의 내부

수익률은 16.67%로 계산되어 사업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업의 수

익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인자는 계통한계가격, 가동율, 초기투자비, 폐목가격, 탄소

배출권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위험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판매처를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열판매가 가능한 열병합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34].

정은 평준화된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방식인 벙커C유 보일러, 유동상 석

탄연소, 미분탄연소 건설에 대해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였고, 각각 건설방식별로 민

감도 분석이 수행되었다. 설비이용율, 물가상승율, 할인율, 유가증가율을 연관인자로

두고 평가분석하여 운전비용 중 유가에 따라 변동되는 유류가격이 발전원가에 미치

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아내었다[35].

홍은 CO2, H2 의 혼합가스를 생물학적 전환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고순도 메탄가

스로 집단에너지 시설의 연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시행하였

다. 3.2 MW급 가스엔진 열병합발전에서는 NPV –57 백만원으로 재무적 관점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6.4 MW급에서는 NPV 12,933 백만원으로 사

업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수소생산원가를 실제 공급가격인

329 원/㎥을 적용할 경우 두가지 모두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하였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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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냉식 소각시스템의 최적 설계

3.1. 공냉식 소각시스템의 로 내 유동에 따른 조업조건

본 연구에서는 기존 폐기물 처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소각로가 가진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적은 설치 면적, 낮은 유지․관리비, 고효율 에너지화 및 내화벽돌이

없는 공냉식 연소방식의 소각시스템을 대상으로 모사한 결과를 해석하였다.

이러한 선회류 연소방식의 소각시스템은 현재까지 실 플랜트에서 신뢰성 있게 운

전된 경험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선회류 연소 방식의 로에 대한 전산유체역학을 이

용하였다. 온도 분포, 내부 유동 흐름, 이중 유로 구조에 의한 냉각 효율 등 로 내

부 유동 특성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연소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로를 설

계 및 제작하는데 반영하고 그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37,38], 실증설비 운

전 data 분석을 통한 거동확인을 진행하였다.

3.1.1 해석 모델 및 경계 조건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회류 방식 소각시스템은 원통 형태이며 처리 용량

은 36 ton/day이다. Fig. 24과 같이 로는 연료통, 연소실, 배기통으로 구성되고, 연료

통은 연소실 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밀폐를 유지하면서 외부에서 연료가 주입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연소실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 송풍기를 통해 외부의 공기가 연소실 내통과 외

통사이의 공간을 2단계에 걸쳐 통과하면서 내통의 온도를 차단하는 공냉효과를 기

질 뿐만 아니라 연소공기로서 예열되어 연소실 내부로 주입된다.

주입위치는 연소실 상부, 중앙, 하부 등 3곳으로 연소실 내부 전체에 난류가 형성

되도록 주입되어 연료의 완전 연소를 유도하고 또한 질소산화물의 생성을 억제[39]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설계하였다. 연소용 공기는 3곳에서 주입하는데 상부에

서 30%, 중앙에서 60% 그리고 하부에서 10%의 분배율로 공기를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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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Conceptual drawing of air injection inside combustion chamber.

Fig. 25. Grid and geometry diagram of combustor for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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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료는 폐플라스틱을 분쇄 후 불연성 물질을 제거한 다음 성

형을 하지 않은 미국 ASTM[40]에서 정의한 Fluff-RDF와 유사한 형태의

RPF(refuse plastic fuel)이며 원소조성 및 특성은 Table 19와 같고 삼성분은 수분

1.54%, 가연분 89.56%, 회분 8.9%이었으며, 연소시 RPF공급량은 1.5 ton/hr, 공기비

2.1로 고정하여 전산 모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연소용 공기는 3곳에서 주입하는데

상부에서 30%, 중앙에서 60% 그리고 하부에서 10%의 분배율로 공기를 공급하였

다.

고효율 선회형 연소로의 수치해석을 위해 Fig. 25와 같이 설계 도면과 동일한 형

상으로 3차원 모형을 구현하였고 수치 계산을 위한 제어체적 구성에 사용된 격자수

는 1,156,000개이다.

Item RPF standard Applied RPF Remark

Materials
waste plastic

contents
over 60%

waste plastic
contents
over 60%

Low heat value over 6,000 kcal/kg 7,240 kcal/kg

Water under 10% 1.54%

Ash under 20% 8.90%

Cl under 2.0% 1.00%

S under 0.6% 0.01%

C - 65.84%

H - 10.53%

the
others

Hg under 1.20 ppm 0.5 ppm

Pb under 9.0 ppm 4.3 ppm

Cd under 200.0 ppm 44.9 ppm

As under 13.0 ppm N.D.

Table 19.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wast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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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공냉식 소각시스템의 운전조건에 따른 온도거동

Fig. 26는 공기비 2.1, RPF원 공급량 1.5 ton/hr로 로에서 연소시킬 때 연소로의

내부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선회연소로의 연소용 공기는 팬으로부터 외통의

예열실을 따라 회전 상승한 후 원심력에 의해 연소실 내통의 내벽을 타고 회전 하

강하여 주입되므로 연소실 내부 연소영역에서의 기류 흐름은 회전력을 가지면서 로

중앙부분에 집중됨을 볼 수 있다. Fig. 26(a)에서 볼 수 있듯이, 외통과 내통 사이로

찬 공기가 들어와 내통의 열을 흡수하여 예열된 후 로에 공급되므로 이중 유로 구

조에 의한 공냉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Fig. 26(c)는 연소실 후단 덕트 출구에서의

면적가중(area-weighted) 평균온도로서 1,077℃로 나타나 에너지회수와 유해가스 처

리에 충분한 온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7은 연소실 내부의 위치별 반경방향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P1은 RPF

가 투입되고 또한 연소용 공기의 10%가 주입되는 lower air inlet 위치인 연소실의

제일 하부에서의 반경방향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P2는 1차 연소영역, P3 위치

는 1차 연소와 2차 연소의 중앙위치로 연소용 공기의 60%가 주입되는 middle air

inlet 위치, P4는 연소용 공기의 30%가 주입되는 upper air inlet 위치의 2차 연소

영역, P5는 2차 연소 영역 위 덕트 입구 부분, P6는 덕트 중앙위치, 그리고 P7은 덕

트 출구 영역에서의 반경방향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P1은 RPF가 투입되고 또한 연소용 공기의 10%가 주입되는 위치이므로

산화반응 단계가 아닌 주로 가스화가 일어나고[41] 로 내벽의 온도는 상당히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주입되는 10%의 연소공기는 연소 목적

이외에도 하부 그레이트 구조물의 냉각용으로도 활용된다. P2 위치는 1차 연소영역

으로서 가스화시 발생되는 가스와 본격적인 부존자원의 산화반응이 진행되는 단계

로 고온의 영역이 급격히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위치에서는 폭발적으로 연소가 진행되며 이로 인해 연소부가 확장되어 반응기

내 양압이 유지되는 위치이다. P3는 1차 연소와 연소용 공기의 60%가 주입되는

middle air inlet 위치이므로 로 내벽의 저온영역이 다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P4는 연소용 공기의 30%가 주입되는 upper air inlet 위치의 2차 연소영역으로서

상부에서 2번째 강한 voltex flow에 기인한 난류가 형성되어 완전연소를 유도한다.

P3 위치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P5 ∼ P7은 연소실 후단 위치의 덕트의 온도분포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서 체류시간의 연장으로 유해가스 처리부이며, P5 위치에서

P7 위치로 이동할수록 온도분포 범위는 줄어들어 P7 위치에서의 온도분포 범위는

약 900 ∼ 1,30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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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combu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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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Temperature distribution by location inside the combustion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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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공냉식 소각시스템의 운전조건에 따른 속도거동

Fig. 28은 연소실 내부의 속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외통을 통과하는 연소용 공

기는 속도가 낮지만 연소실 내부에서는 온도도 높고 또한 싸이클론 형태의 회전운

동을 하면서 주입되어 로의 중앙 부위에서 강한 선회류로 외부로 배출되므로 중앙

부위에서 최고속도 약 40 ∼ 50 m/s로 덕트를 통해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한 공냉식 선회연소로의 중심부에 강한 난류가 형성되어 연소속도 및 연소효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28. Velocity distribution in combustor.

Fig. 29는 연소실 내부의 위치별 반경방향 속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서, 각 위치

별 반경방향의 속도분포는 로의 하부에서 상부로 이동할수록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연소실 내부의 온도상승효과 및 P4 위치에서 배가스량이 최대

에 도달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P5 위치에서부터 P7 위치까지 덕트의 출구에 가까

울수록 속도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반경방향 속도분포 범위도 점

차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덕트의 곡관부분을 통과하면서 강한 난류혼합

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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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Velocity-distribution by location inside the combu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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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공냉식 소각시스템의 운전조건에 따른 기류거동

Fig. 30은 연소실 내부의 체류시간을 해석한 것으로서, 로 유입구로부터 출구까지

체류시간은 약 1.25초로 확인되었다. 스토카식 연소방식의 경우 내부에서 연료 가

미연소된 상태에서 연소장치의 상부로 빠져나가 연소 효율이 감소하는데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 연소실의 크기를 키워 연소시간을 길게 연장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설

치비용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로내의 체류시간이 1.25초로 연소설비 체류시간 기준을 충

분히 만족하여 고속회전에 의한 연소효율도 좋기 때문에 연소실의 크기를 기존의

로보다 훨씬 소형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30. Retention time of combustion air in the combu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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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공기비 및 투입량에 따른 출구온도 비교

일반적으로 실제 플랜트에서 운전 시 연소실 내부로 주입되는 연료량과 연소용

공기량은 시간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변동된다. 이와 같이 로가 외부조업 운

전변수의 부하변동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able 20과 같이 폐자원

투입량과 공기비를 변화시키면서 6가지의 경우에 대한 출구에서의 온도변화를 예측

해 보았다. Fig. 31에서 볼 수 있듯이, 6가지 경우에 대한 온도변화는 최소 1,058℃

부터 최대 1,290℃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에너지의 회수와 안정적인 운전에

있으므로 연소로가 안정적으로 운전되면서 덕트 출구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

직하다.

본 해석 결과에서는 공기비 1.7, 투입량 1.25 ton/hr가 최고의 온도를 보였지만 공

기비가 1.7 이하로 너무 작으면 불완전연소가 일어나 일산화탄소와 미연탄소 같은

오염물질의 배출 가능성이 높다. 또한 로 내의 온도가 약 1,150℃ 정도가 되면 NOx

의 발생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온도가 1,300℃이상이고 체류시간이 길면 thermal

NOx의 생성이 급격히 진행[42]될 뿐만 아니라 연소설비의 유지관리에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효율과 오염물질 발생량 사이의 종합적 고려하에 공기비와

투입량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시스템에 적합한 공기비는 1.9 ∼ 2.1사이, 원

료 투입량은 약 1.25 ∼ 1.5 ton/hr 정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Item
Excess air ratio

(-)
Input

(ton/hr)
Combustor outlet
temperature(℃)

Case-1 2.1 1.50 1,077

Case-2 2.1 1.25 1,110

Case-3 2.1 1.00 1,058

Case-4 2.1 0.70 1,112

Case-5 1.9 1.25 1,197

Case-6 1.7 1.25 1,290

Table 20. Temperature change at duct outlet according to input and excess ai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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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Temperature change at duct outlet according to input and excess ai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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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결론

본 연구는 개선된 소각시스템의 최적 운전 조건을 찾기 위해 로의 내부 온도분포,

속도분포, 체류시간 등에 대해 3차원 전산유체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기비 2.1, 폐자원 공급량 1.5 ton/hr로 로에서 연소시킬 경우 연소실 출구의

면적가중 평균온도는 1,077 ℃로 나타나 에너지회수에 충분한 온도임을 확인하였다.

2. 배가스는 연소실 중앙부위에서 강한 선회류로 최고 속도 약 40 ∼ 50 m/s로

덕트를 통해 배출되므로 로의 중심부에 강한 난류가 형성되어 연소속도 및 연소효

율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3. 본 시스템의 경우, 완전연소를 유도하고 또한 thermal NOx의 생성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기비는 1.9 ∼ 2.1사이, 연료 투입량은 약 1.25 ∼ 1.5 kg/hr 정도가 바

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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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냉식 소각시스템의 최적 외벽형태 설계

기존에 이용되는 공냉식 연소방식은 외벽을 통해 유입된 연소공기가 반회전한 후

연소로 내부로 직접 유입되거나 연소로 내벽의 공기커튼을 형성한 후 유입되는 방

식을 사용하였으나 이러한 연소로 외벽 공기냉각방식은 외부로 방열되는 출열을 충

분히 회수하지 못해 설비외부에 열충격을 주게 되어 내구성을 저하시키거나 선회흐

름을 방해하여 불완전연소를 일으키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불완전연

소로 인해 일산화탄소의 발생량이 증가되고 선회류로 인한 원심력이 줄어 입자상물

질이 후단으로 배출될 수 있어 대기오염배출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워져 운전조건

확보에 문제점이 있었다[43,44].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소로에서 single fan 적용이 검토되고 있으

며, 이를 위한 설비개선과 운전조건 및 설계요소 도출이 요구되고 있고, 기존 설비

의 개선이나 신규 pilot 설비 및 실증설비설치를 통한 검증은 많은 시행착오와 비용

이 소요되므로 전산모사를 통한 분석이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러한 방법은 연소로 내 가스의 유동을 다양한 조건에서 수치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45,4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소설비의 운전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single fan이 적용

된 연소설비를 대상으로 연소공기가 연소로 내부로 유입될 때 형성되는 선회류 및

연소공기 혼합여부를 파악하고, 연소공기 주입조건과 최적 연소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설계인자를 도출하여 고효율 연소로 설비의 개선 및 연소효율 향상에 활용하

고자 한다.

Fig. 32. Furnace materials &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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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해석 모델 및 경계 조건

선회류 방식의 연소설비는 원통 형태이며, 연소로 내부에는 내화물과 단열재가 없

는 구조로 처리용량은 1.5 ton/hr이다. 로는 연료투입장치, 연소실, 배기통으로 구성

되고, 연료투입장치는 연소실 하부에 위치하여 외부에서 연료가 정량적으로 주입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공냉식 연소설비에서 연소공기는 Fig.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소로 외벽 접선

면에 설치되어 있는 단별 주입구를 통해 주입하고 있으며, 외벽사이에 1 ∼ 2겹으

로 만들어진 분리된 격벽을 타고 사이클론의 유체흐름과 유사하게 연소로 중심으로

토네이도 형태로 공급되게 된다. 그래서 하단, 중단, 상단에서 공급하는 연소공기가

각 단별로 연소로 내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각단의 형태와 연소공기의 유량에 따라

선회하면서 연소로 중심으로 이송되게 되는데 이때 난류형태로 혼합되면서 주입되

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형태로 난류가 형성되도록 하여 연소공기와 고형물이 만나

건조 및 연소시키고, 발생되는 가스와 완전혼합이 될 수 있는 토네이도 형태를 만

들었다.

특히, 1차 연소공기는 60%(Q의 50% + 10%) 수준으로 하단부에서 연료와 접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턴테이블과 만나는 바닥면에서 주로 선회하면서 혼합되도록

설계하고, 2차 연소공기는 40%(Q의 30% + 10%)정도로 연소배가스의 완전연소를

위해 연소로 상단부에 주입하여 연소로 중심으로 연소공기가 난류혼합이 될 수 있

도록 하여 위치를 결정하였다. Fig. 30과 Fig. 31은 연소설비와 공기주입 뎀퍼의 입

체도와 3차원 수치해석용 grid와 3차원 모형을 구현하고 있으며, control volume구

성에 사용된 격자수는 1,127,682 cells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고형연료제품이며, 원소조성 및 특성은 Table 21과 같

이 수분 1.54%, 회분 8.90%이었으며, 발열량은 7,240 kcal/kg을 적용하였다.

운전조건과 주입구별 연소공기 분배량은 Table 22와 Table 23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연료투입량은 1.5 ton/hr, 연소공기 유량은 26,158 S㎥/hr, 연소용 공기는 크게

주연소용 공기로서 대상물의 건조, 연소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예열하여 공급되는 1

차 연소송기(Q의 50% + 10%), 불완전 연소물질의 완전연소, 연소로 출구온도 과다

상승방지를 위해 주입되는 2차 연소공기(Q의 30% + 10%)로 구분하여 공기비 2.1

로 설정하여 전산모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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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ature of furnace (b) grid Configuration

Fig. 33. Features of single F.D fan type furnaces.

Fig. 34. Features of damper structure & grid configu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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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공기 주입부는 기존 구동하고 있는 형태인 case 1과 2가지 형태로 개선된

case 2, 3으로 구조 변경한 형태를 적용하였으며, case 별로 제어체적을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설비를 최적화 운전하기 위한 설계를 목적으로 Table 24와 같이 연소공기 주입부

를 유입 유로 형태에 따른 유동 특성을 해석하여 기류 균일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Contents Unit SRF Sample

Shape
&
Size

mm
50 under (Dia)

100 under (Length)
Pellet type

Accept

LHV kcal/kg over 3,500 7,240

Water wt% 10 under 1.54

Ash wt% 20 under 8.90

Cl wt% 2.0 under 1.00

S wt% 0.6 under 0.01

Metals

Hg

mg/kg

1.0 under 0.5

Cd 5.0 under 4.3

Pb 150 under 44.9

As 13.0 under N.D.

Table 21. Characteristics of waste fuel(SRF)

Item Unit Condition

SRF Feeding ton/hr 1.5

Excess air ratio - 2.1

Flow rate S㎥/hr 26,158

Table 22. Operat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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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Flow rate (㎥/hr) Distribution (%)

a total 26,158 -

b
lower section

8,366 32

c 4,122 16

d
middle section

5,339 20

e 3,956 15

f
upper section

2,009 8

g 1,008 4

h
branch section

864 3

i 493 2

Table 23. The distribution of air flow rate per each injection pipes.

한 개의 F.D. fan을 적용하였을 때 연소공기의 분배에 따른 선회속도와 온도분포

를 확인하기 위해서 case 1은 공냉식 연소설비에서 1개의 층으로 구성된 외벽을 통

해 연소공기를 주입하는 구조로 운전하였다. 연소로 내부 연소조건을 확인할 수 있

는 인자인 강열감량, CO를 확인했을 때 연소조건이 나빠 불완전연소로 이어져 CO

의 법적 기준인 200 ppm에 가까운 수준의 농도가 발생되고 있어 연소공기 공급시

연소로 내 유동흐름을 안정화시켜 연소효율 개선을 시키기 위해 두가지 조건을 추

가하여 모사실험을 진행하였다.

Case 2는 기존 case 1이 적용된 연소로에서 외벽에서 1개에 층으로 구성되어 외

벽에서 선회하지 않고 직접 연소로 중심으로 연소공기가 주입되어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외벽온도가 높게 올라가는 점이 문제가 있어 내벽을 추가로 설치해 2중벽을

적용하여 외벽방열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 형태이다.

Case 3는 case 2에서 부족했던 유속 안정화와 연소로 내 온도장의 기울림을 제어

하기 위해 2중벽에 슬릿을 설치하고 2중벽 사이에 베인을 설치하여 개선할 목적으

로 설계하였으며, 만들어진 내벽에 베인을 설치하여 주입되는 연소공기가 2중벽 사

이에서 균일하게 주입되게 하였다.

연소로 중심과 가까이에 있는 벽에는 슬릿을 적용하여 2중벽을 180도 선회 후 연

소로 내벽을 따라 연소공기가 선회 후 연소로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한

형태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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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Structural improvements
Conceptual diagram

(exterior wall)

Case 1

- Conventional type

- Inside entrance

: direct inflow into the combustor.

- Outside entrance : entered into the

combustor after 180 degrees rotation.

Case 2

- Improvement type-1

- Inside entrance

: direct inflow into the combustor.

- Outside entrance : entered into the

combustor after 180 degrees rotation.

- Additionally, installation of the inner

wall

Case 3

- Improvement type-2

- Inside entrance

: direct inflow into the combustor.

- Outside entrance : entered into the

combustor after 180 degrees rotation.

- Additionally, installation of the inner

wall : Injection of air through the vane

Table 24. Case studies for the outer wall structure of combu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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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공냉형태별 속도장 비교에 의한 외벽구조 개선

연소로 내에서 연소공기의 이송속도는 연소로 내 외벽냉각효율과 연소공기 완전

혼합효과 증대를 위해 단별로 최적의 속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내벽 접선면을

빠른 속도로 선회하는 경우 냉각효과를 증대하고 클링커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연소로 중심부에는 예열된 연소공기가 유입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등 연소로 내에는 안정적인 운전조건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장의 분포

를 확인하여 연소로 내 연소상태를 예측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전산모사를 진행한 결과 Fig.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소로 우측 1차 주입

부에 연소공기가 25 ∼ 200% 높은 량이 주입되어 국부적으로 높은 유속이 발생되

고 있으며, 연소로 내에는 혼잡한 흐름이 나타나고 중심부에 유로가 생기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유로형성으로 원활한 선회류 형성이 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흐름간의 간섭이 발생되어 연소로 내 속도장이 불규칙한 형태로 형

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6에서는 case 2의 모사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연소로 내벽 접선면의 유속

이 20 m/s 이상으로 유입된 후 중심으로 갈수록 8.4 m/s로 줄어들고 있고, 연소공

기 주입공간과 연소배가스가 배출되는 연소로 출구와의 유속분포가 구분되어져 외

벽 접선면쪽의 연소공기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유입연

소공기가 중심부로 직접 이송되어 유속구간이 Fig. 35에 비해 넓은 구간을 형성하

고 있다.

Fig. 37에서는 Fig. 36과 유사한 형태로 접선면을 따라 형성된 유로에 의해 내벽

접선면의 유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심부에는 연소공기의 유속이 8

m/s 에서 12 m/s로 형성되어 연소로 내벽 접선면을 따라 유속이 높게 나타나지만

중심으로 갈수록 유속이 안정화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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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ty
(m/s)

Fig. 35. Vertical velocity fields of combustor for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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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ty
(m/s)

Fig. 36. Vertical velocity fields of combustor for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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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ty
(m/s)

Fig. 37. Vertical velocity fields of combustor for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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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공냉형태별 기류장 비교에 의한 외벽구조 개선

연소실에서 배가스와 연소공기가 만나 혼합되는 과정에서의 기류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공기혼합형태, 기류의 흐름분석을 통한 흐름방해여부 및 선회기류의 안정성을

살펴보았으며, 단별로 수평의 기류장을 확인하여 연소로 상, 중, 하단에 형성된 선

회기류가 각 단별로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Fig. 38에서는 각 연소실별 진입유로가 연소공기 유입 덕트에서 직접 연소로 중

심부로 유입되는 구조로 되어있어 편류가 발생하여 유속이 지점별로 달라 선회조건

을 형성하지 않고 우측하단부로 치우친 형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하단부에 형성된 유속은 8.4 m/s ∼ 12 m/s로 형성되고 있지만 중심부에서

는 상단부로 배출되는 부분이 13.2 m/s 이상으로 배출되고 있어 외벽에서 충분한

열교환을 하지 못하고 출구로 배출되거나 빠른 유속을 가지는 우측 연소공기와 만

나 불균형한 형태로 혼합되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연소공기 혼합이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연소로 내 turbulence가 형성되지 않아 연소분위기가 나빠져

연소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어, 온도장에도 영향을 주어 연소로 국부과열로 이어져

설비운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velocity (m/s)

(a) lower section (b) middle section (c) upper section

Fig. 38. Horizontal velocity fields & path lines of combustor for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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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와 case 3을 적용한 경우에는 case 1에 비해서 기류가 균일하게 형성되고

있고, 선회속도는 내벽 벽면쪽에서 중심부로 갈수록 유속이 낮아져 정상적인 선회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9 및 Fig. 40에서는 각 단별 선회속도와 선회류 형성이 중심부에서 균형잡

힌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연소공기가 중심부로 20 m/s 이상으로 유입됨에 따라 이

러한 선회흐름의 영향으로 온도분포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Fig. 39에서는 연소로 주입부에서 외벽을 통해 180 ∼ 360°를 선회한 후 연소로

벽면으로 연소공기가 유입되어 벽면에서의 유속은 13.2 ∼ 14.4 m/s로 유지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유입되는 연소공기 흐름간 간섭이 적어 각 단별 기류 혼합이 원활

해지고 기류별 간섭도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40에서는 외벽 접선면을 충분히 선회한 후 연소로 출구 중심으로 토출되고

있어 사영역이 줄어듦에 따른 체류시간을 확보하여 재연소 구간에서의 연소시간이

증가되어 연소로 내 일산화탄소 및 미연분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elocity (m/s)

(a) lower section (b) middle section (c) upper section

Fig. 39. Horizontal velocity fields & path lines of combustor for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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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ty (m/s)

(a) lower section (b) middle section (c) upper section

Fig. 40. Horizontal velocity fields & path lines of combustor for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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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공냉형태별 온도장 비교에 의한 외벽구조 개선

일반적인 연소장치와 달리 공냉식 연소장치는 단열재 및 내화재를 사용하지 않고

단열, 냉각 및 예열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소공기가 유입되는 유로 형태에 따른

연소로 내 온도분포를 전산모사하여 공냉효과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Fig. 41에 나타낸 온도장을 보면, case 1의 경우 기류장과 속도장 결과와 마찬가

지로 선회축이 이동하여 연소로 중심부 온도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연

소로 내부 화염온도가 중단부의 기류에 눌려 하단부에 화염이 집중되는 온도분포가

확인되었다. 또한 각 연소실 구역별로 형성된 선회류들이 충돌하고, 중간단에서 주

입되는 연소공기는 하강기류를 형성하면서 하단부에서 형성된 선회류를 방해하여

연소실 중단부, 상단부의 온도가 800℃ 상승하여 외벽에 열부하를 주는 등 설비의

내구성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온도가 과열되는 경우에는 연소상태가 나빠져 clinker를 생성하게 되고, 국

부과열로 설비내벽의 내구성을 저하시키기는 등 안정적인 설비 운전제어가 불가능

해 질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설계조건을 확립하여 연소조건을 균일하게 유지

할 필요성이 있다.

Temperature
(℃)

Fig. 41. Vertical temperature fields of combustor for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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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에서는 연소공기가 이중으로 구성된 외벽을 통과하면서 외벽부를 냉각시

킨 후 연소로 내부로 유입토록 하여 선회류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도록 하고, 각 연

소실별로 하향흐름을 형성시켜 연소기 하부에 도달한 후 상승하도록 개선한 설계를

반영하여 적용하였다. 그 결과 선회류가 연소기 중심부로 향하도록 형성되고 화염

도 수직방향으로 만들어져 온도분포가 균질하게 나타나는 등 외벽 열부하에 대한

공냉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연소공기 유입부에서 공급되는 연소공기가 내벽 전선면보다는 중심으로

향해 있어 온도장이 외벽방향으로 기우는 형상이 나타남에 따라 연소설비 외벽 냉

각효과적인 측면에 있어 화염과 가까운 측면부분에는 방열로 인한 냉각효과가 사라

져 장기적인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Case 3을 적용한 Fig. 43에서는 유입되는 연소공기가 2중으로 외벽을 냉각시키면

서 연소로 내벽 접선방향으로 유입되는 경우로 연소공기가 연소로 내벽으로 유입되

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접선면 유속이 높지만 접선면을 벗어난 후 유속이 13.2 ∼

14.4 m/s로 유지되면서 기류간의 간섭이 줄어들게 되어 속도장과 기류장에서의 흐

름과 유사하게 온도장의 분포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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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

Fig. 42. Vertical temperature fields of combustor for case 3.

Temperature
(℃)

Fig. 43. Vertical temperature fields of combustor for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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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공냉식 외벽구조 개선에 따른 연소성 개선효과 비교

유동해석 결과를 토대로 case 1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소로를 개선된 유동흐름을 보인 case 3을 구조개선을 통해 1.5 ton/hr 규모

의 실증연소로에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소실험은 Table 22에 제시한 조건

으로 연속운전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연소조건 상태에서 강

열감량, 산소농도, CO 농도 그리고 dust 값을 측정하여 기존 운영되었던 case 1과

비교하였고, 실증 설비에서의 운전시 연소효율 개선효과를 분석하여 Table 25에 제

시하였다.

강열감량이 16.53%에서 3.45%까지 줄어들고, CO가 190.8 ppm 에서 36.8 ppm 그

리고 dust 농도가 16.7 mg/S㎥에서 5.25 mg/S㎥으로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설계

구조 개선이 연소로 내 유동흐름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과 관련한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인 바닥재 강열감량 10% 기준

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Fig. 44.의 바닥재 상태도

연소공기 주입구조 개선에 따라 개선되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Bottom ash of case 1 (b) Bottom ash of case 3

Fig. 44. Bottom ash of case 1 & 3.

Item Case 1 Case 3 Remark

I.L. (%) 16.53 3.45

O2 (%) 14.2 14.4

CO (ppm) 190.8 36.8

Dust (mg/S㎥) 16.7 5.25

Table 25. Combustion conditions of case 1 &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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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결론

본 연구의 대상 설비인 공냉식 연소장치에서 연소공기 주입구조에 따른 속도장,

기류장 그리고 온도장에 대한 전산유체역학 모사와 실증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연소로 내 유입되는 연소공기의 유입속도는 최대 20 m/s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유입되는 연소공기의 방향과 내벽 접선면에서의 유속분포가 속도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접선면에서의 공기유입구조의 영향이 설계시 중

요한 인자로 확인되었다.

2. 연소공기 주입시 주입부에서 유입되는 연소공기간의 간섭이 기류흐름을 방해해

적절한 유속을 가지더라도 구조에 따라 기류흐름 충돌로 편류가 발생될 수 있

음을 확인하였고, 연소공기 주입구조 변경으로 로내 기류를 안정화시켜 로 내

연소환경을 개선하고 체류시간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해 일산화탄소와 입자상물

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속도, 기류, 온도장에 대한 전산유체역학 모사를 진행한 결과, 속도장과 기류장

에서 발생한 유체간의 간섭과 속도변화 차이로 인해 온도장이 한쪽 부분으로

치우치게 되고, 로내 온도편중이 발생해 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저해하는 것

으로 나타나 연소공기는 접선면으로 주입되어 편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

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실제 설비에 CFD 모사결과를 반영하여 설계개선에 활용한 결과 연소분위기의

척도인 강열감량과 CO 농도가 기존 16.53%, 190.8 ppm에서 3.45%, 36.8 ppm

으로 저감되어 설계변경을 통한 연소효율 개선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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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소공기 공기분배실 형태 및 설계인자

기존 전통적인 소각설비의 안정적 운영에 있어서 연소실 단열용 내화벽돌 축조로

인해 로의 본체를 키우게 되거나, 설치된 단열구조의 축열로 인해 소모되는 에너지

의 량도 증가하게 되며, 미연분의 완전연소를 위해 접촉효율을 증가시키도록 연소

실 용적을 크게 제작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연소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최적의 연소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소공기의 배분

은 중요한 부분으로, 1차 연소공기는 주 연소용 공기로서 대상물의 건조, 연소조건

의 향상을 위하여 예열하여 공급되며, 2차 연소공기는 불완전 연소물질의 완전연소,

연소로 출구온도 과다 상승방지를 위해 주입하게 된다[48].

연소로에서 원료의 발열량과 1차 연소공기 비는 연소로 내 CO제어 등 연소조건

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투입 폐기물의 발열량이 4,500 kcal/kg 까지는 80% 정도

의 1차 연소공기를 주입하여 폐기물과 화격자 사이에 구석구석 연소공기를 주입하

여 연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5,500 kcal/kg 이상이 되는 경우 1차 연소공기

를 60% 정도 주입시 연소조건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해당조건을 만족하

는 연소공기 분배용 챔버형태를 설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49,50].

이에 본 연구에서는 Fluent를 이용하여 연소로에 공급되는 연소공기의 분배에 대

해 속도분포, 압력분포 등 내부유동 특성을 해석하여 최적의 연소공기 주입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연소공기 분배챔버를 설계 및 제작하는데 필요한 인자를 도출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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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해석모델 및 경계조건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에는 난류 방정식들의 이산화 방법으로 유한체적법을 사

용하였으며, 실험에 근거한 일반실험식으로 혼합길이모델, RSM모델, ASM모델과

비교했을 때 열/유동해석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표준 k-ε 난류 모델을

적용하였다.

선회류 연소방식의 소각시스템은 원통형태이며 챔버가 구성되어 연소공기가 필요

한 지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연소공기 공급 챔버는 총 6개의 포트로

되어 있어 Fig. 4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소로 하단부에서 상단부까지 6개로

분리하여 연소공기를 주입하여 완전연소를 유도하고 불완전연소로 인한 CO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설계하였다[51,52].

연소공기 챔버 포트는 크기를 주입영역별로 P1 (W160×H300, 17.4%), P2

(W200×H330, 23.9%), P3 (W200×H330, 23.9%), P4 (W200×H330, 23.9%), P5

(W100×H150, 5.4%), P6 (W100×H150, 5.4%)로 적용하였다.

1차 연소공기(P3 ～ P6)는 주연소용 공기로서 대상 폐기물의 건조, 연소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예열하여 공급하고, 2차 연소공기(P1 ～ P2)는 불완전 연소물질의

완전연소, 연소로 출구온도 과다 상승방지를 위해 주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연소

공기 분배용 챔버의 수치해석을 위해 설계도면과 동일한 형상으로 3차원 모형을 구

현하였으며, Fig. 46에 격자 형상(grid configuration) 모습을 나타내었다.



- 91 -

(a) type A (b) type B

(c) type C (d) type D

Fig. 45. Chamber configuration for type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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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ype A (652,501 cells)
(b) type B (568,250 cells)

(c) type C (615,234 cells) (d) type D (627,056 cells)

Fig. 46. Control volume for 3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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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소공기 분배용 챔버의 연소공기 유입조건은 고형연료제품(5,845 kcal/kg)를

연료를 전용보일러에 3.3 ton/hr 투입할 때 필요한 유량인 49,840 S㎥/hr을 기준으

로 각 챔버당 25,000 S㎥/hr씩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댐퍼 개도율에 따른 마찰의 영

향을 배제하기 위해 배관별 댐퍼는 100% 개방조건으로 적용하였다.

Item Unit Condition

SRF ton/hr 3.3

L.H.V kcal/kg 5,845

Excess air ratio - 2.1

Flow rate S㎥/hr 49,840

Table 26. Operating conditions

연소로에 주입되는 연소공기는 재실 및 화격자 냉각용 연소공기[P5, P6], 1차 연

소공기[P3, P4] 그리고 2차 연소공기[P1, P2]로 나뉘어 주입한다. 연소용 공기 공급

용 챔버 형상별 유량분배 수준을 모사하여 연소공기 주입조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형태 설계를 위해 공기가 인입되는 위치와 챔버형태를 설계하여 모사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분배챔버 형태로 연소공기를 균일하게 분배하기 위해 챔버 중앙에

서 연소공기를 주입하는 type A, 챔버 하단부의 1차 연소공기 공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단부로 갈수록 줄어들어 드는 형태로 설계된 type B, 팬과 연결되어

설치공간이 적고 제작의 용이성이 있는 직사각헤더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인 type

C, 그리고 직사각형 헤더 형태의 챔버구조에 F.D. fan 방향을 고려하여 챔버유입부

공간을 확보한 형태인 type D로 설계하여 3차원 수치해석을 위한 제어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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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연소공기 분배용 챔버 형태에 따른 유속거동 및 유량분배

Fig. 47은 포크형태로 챔버 중앙부로 연소공기가 인입되어 분산되는 방식으로

F.D. fan을 이용하여 25,000 ㎥/hr의 유량으로 연소공기를 공급할 때 챔버 내의 유

속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연소용 공기가 챔버 P2, P3 지점쪽으로 유속장이 나타나

유입되어 챔버 내 충만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챔버 P2, P3의 중앙쪽으로 유속증가가

집중됨을 볼 수 있다.

연소공기가 중앙부에서 주입되어 주입위치 P2에서는 연소공기가 상향으로 공급됨

에 따라 포트 상부방향으로 치우친 유속증가가 편류형태로 나타나고, P3는 중앙부

아랫방향으로 유입되어 유속증가가 국부로 치우쳐 있어 편류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48에서는 연소공기 분배기의 상단부쪽으로 갈수록 챔버 크기가 줄어드는 사

각뿔대 챔버형태에 대한 유속분포를 해석한 것으로서, P1 ～ P4 포트에서 유속편차

가 0 ～ 42 m/s로 나타나 포트 내 편류가 확인되었고, 연소로 내 외벽케이싱으로

유입될 때 국부이송으로 이어져 연소로 외벽냉각뿐만 아니라 균일한 연소공기 공급

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Table 27에 나타낸 type B의 유량 분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차 연소공기

로서 주입되는 P1, P2의 유량은 46.2%로 P3 ～ P6에서 공급되는 1차 연소공기가

53.8% 로 60% 기준에 비해 낮은 량으로 공급하게 되어 연소 건조 가스화시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거나 P3, P4 지점의 연소로 외벽을 냉각을 하는데 부족할 수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Type C 챔버의 경우 챔버 충만 후 P1 ～ P6의 포트 내에 유속폭은 20 ～ 25

m/s로 나타나, 최대 42 m/s까지 유속폭이 형성되는 type A, B에 비해 챔버 내 유

속분포도가 규일한 형태를 보여 연소공기 공급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였

다.

Fig. 50과 Table 27에서는 연소로 냉각 및 연소공기 공급을 위해 주입하는 연소

공기량에 대해 챔버 포트 위치별 비교값을 나타낸 것으로서, 여기서 type C의 챔버

에서는 1차 연소공기로서 57.5%를 하단부에 공급하고, type B, C의 챔버에는 각각

55.5%, 53.8%만큼 주입되는 것으로 예측되어 type C가 투입된 연료를 건조하고 주

연소공기로서 주입에 보다 효과적인 형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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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ty
(m/s)

Fig. 47. Velocity fields of chamber for type A.

velocity
(m/s)

Fig. 48. Velocity fields of chamber for type B.

velocity
(m/s)

Fig. 49. Velocity fields of chamber for typ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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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0. Comparison of flow rate or ports by type A ～ C.

Sort

Taype A Type B Type C

Flow
(㎥/hr)

Ratio
(%)

Flow
(㎥/hr)

Ratio
(%)

Flow
(㎥/hr)

Ratio
(%)

P1 4,234 16.9 5,280 21.1 4,470 17.9

P2 6,900 27.6 6,280 25.1 6,165 24.7

P3 6,610 26.5 5,710 22.8 6,057 24.2

P4 4,810 19.2 5,138 20.6 5,860 23.4

P5 1,150 4.6 1,224 4.9 1,224 4.9

P6 1,296 5.2 1,368 5.5 1,224 4.9

Total 25,000 100 25,000 100 25,000 100

Table 27. Flow rate & ratio of ports by air type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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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연소공기 분배용 챔버와 공냉식 연소로 외벽의 압력거동

연소공기 분배챔버의 유속예측시 유속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type C의 챔버를

대상으로 압력장을 분석하여 Fig. 51에 도식하였다. 챔버 내부에 25,000 ㎥/hr 유량

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을 때 챔버 전체공간은 압력충만상태로 다소 높은 압력인

831 Pa(84.7 mmAq)으로 나타났고, 각 분지관은 120 Pa(12.2 mmAq)의 압력이 걸

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Fig.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소로 외벽유로에 걸리는 압력은 최대 1,542

Pa(154 mmAq) 수준의 압력손실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연소공기가 F.D. fan으로부터 공급된 후 연소공기 챔버와 포트을 지나 연

소기 내부를 통과하는데 총 250 mmAq 수준의 압력손실이 예측됨에 따라 F.D. fan

의 송풍기 정압은 압력손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유율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 98 -

Pressure
(Pa)

Fig. 51. Pressure fields of chamber for type C.

Pressure
(Pa)

Fig. 52. Pressure fields of outer case for incinerator.



- 99 -

3.3.4 연소공기 분배챔버와 F.D fan 연결에 따른 유속거동 및 유량분배

연소공기 주입챔버는 F.D. 팬의 방향에 따라 주입되는 연소공기의 주입플래넘 형

태가 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챔버 내 연소공기가 충만한 뒤 분배포트에서 주입

되는 연소공기흐름과 분배량이 변하게 된다. 이는 연소공기 주입안정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팬 연결방향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주입되어 불안정한 연소조건으로 이

어질 수 있기 때문에 Fig. 53에 제시한 F.D. fan의 플래넘 형태를 적용하여 연소공

기 챔버 내 유속변화를 확인하였고 보다 나은 분배챔버 설계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비교분석하였다.

(a) (b)

Fig. 53. Flow pattern of F.D. fan by type C & D.

F.D. fan에서 발생되는 플래넘 형태는 팬의 케이스 벽면을 타고 주입되며 실제

팬에서 발생되는 유체흐름을 1차 모사한 후 챔버 내 유속을 예측한 결과 Fig. 10에

서는 챔버 유입부에서 유속이 27 m/s로 유입되어 P6, P5, P4 포트까지 이동할 때

13 m/s까지 유속이 변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하단부 유속이 높게 형성되었으며, P6에서는 최대 40 m/s에서 20

m/s까지 속도 변화가 나타나 유속의 편차가 많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P6의 유

속장이 파동형태를 띄며 유속 증가지점이 증가되고 있었고 유량도 기존 4.6 ～

4.9%에서 7.3%로 크게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Fig. 54에서는 F.D. fan의 방향을 바꾸어 플래넘 방향을 변경한 후 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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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입시 유속 및 압력변화를 감쇄할 수 있는 공간을 반영한 type D에서 모사한

결과 Fig. 55의 챔버유입부에서는 동일한 속도로 주입된 후 챔버중심에서 유속이

10 m/s 이하로 내려갔다. 이후 각 포트에서 25 m/s 전후의 속도로 큰 편차없이 이

동하는 점을 보았을 때 type C에 비해 속도 변화가 적고 챔버 내 유입시 공간에서

충만효과를 가진 후 각 포트로 주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6과 Table 28에서는 fan의 연소공기 주입방향을 180도 전환하여 적용했을

때 챔버 포트 P1에서 P6까지 주입되는 연소공기량과 상태를 도식하였는데 연소공

기의 배분에 있어도 1차 연소공기로 주입되는 공기의 유량은 61.7%와 60.7%로 비

슷하게 주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연소용 공기로서 대상물의 건조, 연소조건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유속의

변화가 크지 않은 type D의 형태를 적용하는 것이 주 연소공기를 주입하기에 보다

효과적인 형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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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ty
(m/s)

Fig. 54. Velocity fields of chamber for type C(fan).

velocity
(m/s)

Fig. 55. Velocity fields of chamber for type D(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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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Comparison of flow rate or ports by type C, D.

3

Sort

Type C (fan) Type D (fan)

Flow
(㎥/hr)

Ratio
(%)

Flow
(㎥/hr)

Ratio
(%)

P1 3,970 15.9 4,109 16.4

P2 5,590 22.4 5,722 22.9

P3 5,842 23.4 5,873 23.5

P4 6,202 24.8 6,197 24.8

P5 1,558 6.2 1,472 5.9

P6 1,838 7.3 1,627 6.5

합계 25,000 100 25,000 100

Table 28. Flow rate & ratio of ports by air type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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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회방식 연소로에 적용되는 연소공기 분배챔버에 대해 속도와 압

력분포를 예측하여 챔버에서 연소공기가 분배되는 조건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직관형태의 type C 챔버는 편류형성 상태 및 압력충만 상태를 보았을 때 유속

폭은 20 ～25 m/s로 나타나 편류가 적고 1차 연소공기 60%에 가장 가까운

57.5%를 하단부에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적합한 연소공기 챔버 형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2. Type C와 D에 연소공기 F.D. fan의 방향에 따라 플래넘을 달리했을 때 유량

의 주입량은 61.7%와 60.7%로 동일한 수준이나, type D가 유속의 편류폭이 적

어 전체 주입포트별 안정성을 확보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소공기 주입챔버 내 압력손실은 약 최대 831 Pa(84.7 mmAq)으로, 각 분지관

은 최대 120 Pa(12.2 mmAq) 나타났고, 연소로 외곽유로에서 최대 1,542 pa

(154 mmAq) 수준의 압력손실이 걸리고 있어 F.D. fan은 250 mmAq 이상의

압력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본 연구 결과로 균일한 개구면 유속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증 및 제시

함으로써 연소로에 공급되는 연소공기의 분배안정성을 가지는 챔버선정에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최적의 챔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개구부의 댐퍼를 조절함에 따른 와류현상, 연소로 내의 I.D. fan 가동에 따

른 챔버 내 기류거동현상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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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최적 분사영역 모사에 의한 SNCR 위치선정

최근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시로 강도 높은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까지 미세먼지의 전

구체 중에서 질소산화물을 제어하기 위한 배연탈질기술로 선택적 비촉매환원법이

산업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전통적인 소각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

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SNCR 노즐의 경우 최적의 효율을 가지기 위해서 반응효

율이 높은 지점에 설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소로와 보일러 공기흐름에 대해 속도분포, 온도분포, 기류

흐름 등 내부유동 특성을 파악하고, 사영역(dead zone)의 영향 여부와 SNCR 적정

온도 분포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해석하여 최적의 SNCR 노즐 설치조건을 확보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설계인자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3.4.1 해석모델 및 경계조건

선회류 연소방식의 소각시스템은 원통형태이며 Fig. 59.과 같이 챔버가 구성되어

보일러와 연계된 지점에서 SNCR 적용위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연소공

기 공급 챔버는 총 6개의 포트로 되어 연소로 하단부에서 상단부까지 주입위치별로

분리하여 연소공기를 주입하였고 연소보일러는 간막이 형태의 벽을 세워 보일러 공

간 내에서 최대한의 열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1, 2단 가이드 베

인을 설치하여 주입되는 연소공기가 연소로 내에 균일하게 나뉘어 공급될 수 있도

록 구조를 개선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챔버 포트에서는 주입영역별로 1단 ～ 3단으로 1차 연소공기를 4단 ～ 6단에서 2

차 연소공기를 주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연소공기 분배용 챔버의 수치해석을

위해 설계도면과 똑같은 형상으로 3차원 모형을 구현하였으며, 격자 형상(grid

configuration) 모습을 나타내었다.

본 연소공기 분배용 챔버의 운전조건은 연료 투입량은 2.7 톤/시로 연료의 성상은

Table 29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발열량은 3,043 kcal/kg이며, 유량은 19,311 S㎥/hr,

배관별 댐퍼는 100% 개방조건으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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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ker blade

Ist guide vane

2nd guide vane

1st

2nd

3rd

4th

5th

6th

Cavity boiler

Fig. 57. Configuration for combustor and boiler cavity.

Item Case 1

Total flow (㎥/hr) 19,311

Ratio of flow
(%)

1st stage 6

2nd stage 26.3

3rd stage 26.3

4th stage 13.8

5th stage 13.8

6th stage 13.8

Table 29. Flow conditions for computatio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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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ont view (b) side view

(c) grid configuration

(d) ground view

Fig. 58. Control volume for 3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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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ombustibles chemical components (wt%) Ash

(wt%)
H2O

(wt%)
Total
(wt%)C H O N S Cㅣ 소계

Ash,
H2O

included
17.16 6.50 4.59 0.15 0.15 0.58 29.12 68.68 2.20

100
of

combus
tables

58.92 22.31 15.77 0.50 0.50 2.00 100

Table 30. Characteristics of input raw materials

연소로에서 연소된 배가스가 보일러 연결부를 통해 기류가 형성되는 모습을 모사

하여 연소배가스의 기류흐름과 온도분포를 파악하여 SNCR 노즐 최적 설치위치를

확보하고자 Table 31의 연소로와 보일러 재질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인자도출을 위해 연소로와 연결된 보일러 캐비티 공간을 중심으로 설계하

여 3차원 수치해석을 위한 제어 공간으로 구성하였고, control volume 구성에 사용

된 격자수는 1,145,685 cells이다.

Item Contents Remark

Combustor

inner wall materials

STS 310S or SCH22

Density : 8.00 g/cc

Cp : 0.500 j/g-℃

Thermal conductivity : 14.2 W/m-k

Combustor

outer wall materials

SS400

Density : 7.85 g/cc

Boiler inner wall

materials

Density : 2,650 kg/㎥

Cp : 0.2 cal/g℃

Thermal conductivity : 1.24 kcal/mh℃

Feed water temperature : 120℃

Table 31. Materials of combustion furnace and bo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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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SNCR 설치영역 내 기류거동

Fig. 59는 연소공기가 인입되어 분산되는 방식으로 F.D. fan을 이용하여 19,311

㎥/hr의 유량으로 연소공기를 공급할 때 연소로와 보일러로 흘러가는 기류를 나타

낸 것이다.

Fig. 59(a)는 가장 하단부에서의 공기 기류흐름을, (b), (c)는 1차 연소공기의 기류

를 (d), (e), (f)는 2차 연소공기로 주입되는 기류를 나타내고 있다. 2중으로 설계된

외벽을 냉각시킨 후 연소로 내벽을 따라 흐름을 형성한 후 보일러로 이동하는 형태

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 (c)에서는 기류가 외벽 냉각 후 중심으로 혼합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연소로 바닥면으로 흐름이 형성된 후 혼합기류 중심으로 모아져 연료와 연소공기가

혼합될 수 있도록 혼합되고 있는 기류를 보이고 있고, (d) ～ (f)에서는 (a) ～ (c)

에서 밀어주는 기류로 인해 외벽선회 후 보일러 캐비티 공간으로 혼합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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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ty 0-12 m/s

(a) (b) (c)

(d) (e) (f)

Fig. 59. Flow fields for combustor and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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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SNCR 설치영역 내 속도거동

연소로 속도장에 있어 Fig. 60에 나타낸 바와 같이 (a)에서는 가장 하단부에서 공

급되어 화격자 바닥면의 클링커를 제거해 주는 클링커 브레이커의 영향으로 선회속

도가 5 m/s 이하로 저감되는 영역이 나타났다. (b)에서는 1차 연소공기를 원활하게

공급해주기 위해 설치된 가이드 베인의 영향으로 외벽공간 내에서 속도가 크게 줄

어든 후 연소로 외벽공간을 지나갈 때 유속을 회복하고 있고. (c)는 연소공기가 (b)

영역에서 공급되는 2, 3단의 연소공기가 많아 가장 빠른 유속을 가지는 것으로 예

측되었다. (d) ～ (g)에서는 연소공기가 주입되어 외벽을 타고 회전할 때 하단부에

서 공급된 1차 연소공기와 만나 유속이 7 ～ 10 m/s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h)와 (i)에서는 연소로 단면별로 유속장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소로

외벽을 7 ～ 12 m/s의 유속으로 유속장을 형성한 후 보일러 캐비티 공간으로 6.5

m/s에서 1.5 m/s로 유속이 감소하여 통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속장 예측결과를 통해 소성로 내측면으로 대칭형의 유속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소성로 내통 외곽으로부터 중앙 부위로 안정적인 선회류 형성이

발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소공기가 F.D. fan으로부터 공급된 후 연소공기 챔버와 포트를 지나 연

소기 내부를 통과하면서 12 m/s로 주입된 후 연소로 내에서 6.5 m/s로 통과한 후

보일러 캐비티 내에 1.5 m/s까지 이동속도가 줄어 체류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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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ty 0-12 m/s

(a) (b) (c)

(d) (e) (f)

(g)

(h) (i)

Fig. 60. Velocity fields for combustor and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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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SNCR 설치영역 내 온도거동

연소공기 온도 플래넘은 F.D. 팬에서 공급되는 연소공기가 균일하게 주입되는 상

태에 따라 주입플래넘 형태가 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연소로 내 연소공기가 충

만한 뒤 보일러 캐비티로 주입되는 연소공기흐름과 분배량이 변하게 된다. 이는 연

소공기 주입안정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연소로 중심부로 불규칙적으로 주입되어

불안정한 연소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바람직한 조건을 도출하기 위

해 연소로 내 온도장을 분석하였다.

Fig. 61은 공냉식 소성로 내부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고 원활하게 상승하는 모습

이 나타났고, 연소공기로 인해 터뷸런스가 형성되는 중심부의 온도는 최대 1,500℃

까지 증가하는 것이 보였다. 중심부 연소를 통해 유해가스 제어가 이루어질 수 있

으며, 이는 각 소성로 단별로 외곽으로부터 중앙으로 발달하는 안정적인 선회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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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26.8 – 1,500℃

(a) (b) (c)

(d) (e) (f)

(g)

(h) (i)

Fig. 61. Temperature fields for combustor and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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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SNCR 설치영역 내 사각영역 및 CO, O2, CO2 fraction 모사

주입되는 연소공기와 연료가 완전혼합하여 에너지화하고 발생되는 유해가스를 적

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연소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본 모델링에서는 연소로에

주입되는 O2와 폐기물이 만나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CO의 fraction을 분석하

였고 보일러 캐비티의 사각영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완전 연소영역을 확인해보았

다. 각 species별 분포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임의로 범위 간격을 좁혀서

나타내었고, 단위는 mass fraction으로 무차원으로 범위는 min. 0 ～ max. 1으로

나타내었다.

Fig.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소로와 보일러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 산화반응이

연소기 중앙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cavity 영역에서 격벽을 넘어갈 때 구조적으로

와류가 발생하는 사영역(dead-zone)구간이 발생하였고 이 지점에서 잔존 탄소의 산

화반응이 격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Fig. 63(a)에서는 연소로 벽면에서 균일하게 공급된 O2가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소

비되어 중심에는 산소를 전량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차 연소공기로 주입된 공

기는 연소로 출구에서 잔류물과 2차적인 산화를 통해 (b)에서 보는 것처럼 불완전

연소된 CO fraction이 0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에서는 연소로 중앙부에

산화작용으로 인해 CO2가 발생하고 있으며, 캐비티 출구영역에서 잔류 탄소와 산화

반응이 일어나 CO2 fraction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62. Flue current of dea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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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2 mass fraction

(b) CO mass fraction

(c) CO2 mass fraction

Fig. 63. Mass fraction (O2, CO, CO2) fields for
combustor and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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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SNCR 설치영역 내 Urea 분사 위치선정

연소로에서 주입된 연소공기와 연료는 산화반응을 통해 배가스 형태로 배출되게

되고 유로를 확인하여 산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제어하기 위해 반응이

적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을 도출하여야 한다. De-NOx 반응영역인 950 ～

1,050℃영역에 배가스 흐름이 통과하는 곳으로 SNCR 노즐설치 적용지점으로 선정

하는 것이 가장 제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53].

Fig. 64에서는 앞서 해석한 기류장, 온도장에서 중심기류를 별도로 표시하여 완전

혼합되어 연소된 후 산화된 가스의 기류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연소로에서 완전혼합된 배가스가 보일러 캐비티에서 상승기류를 형성한 후 보

일러 튜브챔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연소배가스의 캐비티 내 이동경로, 온도분포

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5에서는 SNCR 반응이 최적으로 이루어지는 온도인 1,050℃에서 950℃의

영역이 형성되고 있는 영역을 두 개의 경계선을 통해 반응영역을 한정하였고 Fig.

64에서의 경로와 흐름에서 확인된 영역의 교집합을 설계요소에 반영하여 3지점의

SNCR 노즐 위치를 확보하였다.

본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연소모사를 통해 선회기류형 소성로의 화염 특성과 로

내 온도 분포를 예측하여 최적의 De-NOx 효율을 가질 수 있는 SNCR urea 분사

노즐 위치를 선정할 수 있었으며, 본 예측을 통해 유동흐름에 따른 SNCR 노즐 위

치를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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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
(℃)

Fig. 64. Flow and temperature fields of flue gas.

Fig. 65. Selection of SNCR nozzl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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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SNCR 설치영역 내 Urea 분사 위치선정에 따른 실증운전

유동해석 결과를 토대로 공냉식 선회연소로의 운전조건, 완전연소를 위한 연소공

기 주입조건, 공냉을 위한 외벽구조 설계조건 그리고 SNCR 위치선정을 위한 분사

영역에 대한 설계 및 운전조업인자를 확인하였다.

공냉식 선회연소로에서 제시한 운전조건으로 안정된 연소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

산화물 제어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위해 모사한 형태와 동일하게 설계 제작된 공

냉식 선회연소로에 1.9 ～ 2.1 ton/hr의 폐기물연료를 투입하여 실증연소로에 적용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방지시설은 dry reactor, 복합후처리 설비(semi-dry

reactor + bag filter) 그리고 wet scrubber로 구성되어 있다.

Fig. 66. Air-cooled combustion system for empirical tests(2.3 ton/hr E-scrap).

실증실험은 Table 32에 제시한 조건으로 연속운전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을 기준

으로 안정적인 연소조건 상태에서의 각 지점별 온도, 유량변화를 확인하였고 평균

3,638 kcal/kg의 연료를 1.9 ～ 2.1 톤/시로 투입하였을 때 유량은 17,788 ～ 23,496

S㎥/hr, 연소로 출구온도는 948 ～ 1,027℃로 나타났다.

그리고 Table 33.에서는 연소 후 발생되는 NOx, SOx, HCl, CO, O2를 자가측정과

TMS(telemetering system)을 통해 측정한 결과로. 자가측정을 통해 1, 2차 측정을

진행하였고, 3차 측정은 안정적인 조건에서 TMS 30분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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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Unit Condition Remark

Escrap ton/hr 1.9∼ 2.1

L.H.V kcal/kg 1,169 ∼ 5,816 average 3,638

Combustor exit ℃ 948 ∼ 1,027

Boiler exit ℃ 307 ∼ 327

Bag filter exit ℃ 134 ∼ 124

Stack ℃ 54 ∼ 56

Flow rate S㎥/hr 17,788 ∼ 23,496

Table 32. Operating conditions

대기오염물질 제어는 DR, SDR 그리고 W/S에서 3단계로 제어하고 있어 배출농

도는 SOx는 2.61 ppm 이하, HCl은 3.21 ppm 이하로 운전되고 있었고, SNCR로 제

어되는 NOx는 최대 98 ppm 으로 법적허용기준인 200 ppm의 50% 이하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연소성은 CO, O2 결과를 확인한 결과 CO가 21.88 ppm 이하로 제어되었고 감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공냉식 선회연소를 통해 완전연소에 가깝게 산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ollu
tants

Unit Standard
Plant #1 Plant #2

1st 2nd 3rd 1st 2nd 3rd

NOx ppm 200 57.0 67.0 84.6 45.0 98.0 84.6

SOx ppm 65 N.D. N.D. 2.61 1.86 N.D. 2.61

HCl ppm 6 3.21 3.10 0.81 N.D. 1.32 0.80

CO ppm - N.D. 11.75 22.03 N.D. N.D. 21.88

O2 % - - - 12.06 - - 12.07

Table 33. Air pollutant emission concentration



- 120 -

3.4.8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회방식 연소로에 적용되는 연소공기 분배챔버에 대해 속도와 압

력분포를 예측하여 챔버에서 연소공기가 분배되는 조건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a) ～ (c)에서는 기류가 외벽 냉각 후 중심으로 혼합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서 연소로 바닥면으로 흐름이 형성된 후 혼합기류 중심으로 모아져 연료와 연

소공기가 혼합될 수 있도록 혼합되고 있는 기류를 보이고 있고, (d) ～ (f)에서

는 (a) ～ (c)에서 밀어주는 기류로 인해 외벽선회 후 보일러 캐비티 공간으로

혼합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소공기가 F.D. fan으로부터 공급된 후 연소공기 챔버와 포트를 지나 연소기

내부를 통과하면서 12 m/s로 주입된 후 연소로 내에서 6.5 m/s로 통과한 후

보일러 캐비티에서 1.5 m/s까지 이동속도가 감소하여 체류시간을 확보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3. 온도장의 결과를 통해 소성로 내부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고 원활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연소공기로 인해 터뷸런스가 형성되는 중심부의 온도는 최대

1,50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중심부 연소를 통해 유해가스 제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각 소성로 단별로 외곽으로부터 중앙으로 발달하는

안정적인 선회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연소로와 보일러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 산화반응이 연소기 중앙부에서 이루어

지고 있고, cavity 영역에서 구분되는 단 넘어로 구조적으로 와류가 발생하는

사영역(dead-zone)구간이 발생하였고 이 지점에서 잔존 탄소의 산화반응이 격

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5. 선회기류형 소성로의 화염 특성과 로내 온도 분포를 예측하여 최적의 De-NOx

효율을 가질 수 있는 SNCR urea 분사 노즐 위치 3지점을 선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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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제성 분석

4.1 공냉식 소각플랜트 사업추진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사업타당성 검토란 특정사업에 대한 투자가치 여부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검

토하는 일련의 과정과 방법을 의미한다. 투자사업평가는 자본과 자원이 희소하고

투자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투자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

업을 위한 정책적 판단에 필요한 준거기준으로 작용한다.

사업타당성 분석의 궁극적 목표는 정책적 판단의 합리적 기준설정과 나아가 최적

의 대안설정(optimal decision)을 도모하는데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투자 사업은 그 파급효과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것

이므로 거시적 관점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즉 경제성 분석이 주된 평가도구로 활

용된다. 이러한 경제성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주체의 관점에서는 재무적 타당성

분석, 즉 재무성분석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시에는 예산 제약에

항상 직면하므로 사업성 전망이 좋은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민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가정에 입각한 재무성분석을 통하여 투자의 대

상이 되는 사업자들을 선정하고, 어떤 사업이 참여할 충분한 유인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우선순위를 가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최근 누적되어 빠른 처리가 필요

한 방치폐기물, 사회적 기업에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종말품을 대상

으로 실제 운영되는 값을 적용하여 경제성 및 사업성의 도출여부를 분석하였다.

타당성 분석의 대상 사업은 반입되는 폐기물을 고형연료제품 형태로 전치리하고,

생산된 고형연료제품을 소각하여 스팀 및 전력으로 생산하는 사업이다. 전처리설비

는 년간 82,200 톤을 반입하여 이중 70%를 고형연료제품으로 연료화하고, 생산된

연료는 3.9톤/시 규모의 고형연료사용시설 2기에 투입하여 총 8MWh의 전력을 판

매하는 것으로 사업화 조건의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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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경제성 분석 조건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은 Table 3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로젝트의 수익

성 검토는 설비의 내구연수 10 ～ 30년 범위 내에서 재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5

년의 기간을 기본으로 가정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을 검토대상으

로 하였다.

프로젝트의 투자는 2017년 9월 1일 개시되어 매출은 201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추정된 운전일수를 바탕으로 가정하였고, 제조원가의 상승은 판매단가의 상승

으로 연동되어 변동하므로, 2.5% 물가상승률로 인한 변동을 고려하여 수행하였다.

NO. Item Values Remark

1
Waste throughput 82,200 ton/yr

Power generation 57,600 MW/yr

2

Industrial waste
disposal cost

75,000 won/ton Y company’s cost

Social enterprise waste
disposal cost

40,000 won/ton
Social enterprise I company’s

disposal cost

Abandoned waste
disposal cost

70,000 won/ton H company’s cost

SMP unit price 65.11won/kWh average on 2016. 6.

REC unit price 119,595 won average on 2016. 6.

REC weight 0.5 Waste base

3 Operating cost
9,472

million won/yr

4 Depreciation period 10 yr

5 Owner’s equity 100%

6 Interest rate 4.3% bank loan interest

7 Expected return weight 30%

8
Sales, general, and
administrative

3% 3% of total sales

9 Corporate tax rate 22%
base on 2016,

over 20 billion won

10 Inflation rate 2.5% Consumer price index

11 Total project cost
29,174

million won
Direct and indirect construction +
Civil engineering + Construction

Table 34. Basic conditions for business feasi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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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분석은 트로젝트 투자, 자금조달, 사업매출 및 손익예측, 원재료비 및 비용

예측을 기초로 사업성 예측에 적용하게 되며 상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투자비

프로젝트 투자비용은 플랜트 설비제작 설치와 토목 및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일 274톤 규모의 폐기물 연료화 생산설비, 3.9톤/시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2기

및 4MWh 급 발전기 2기로 구성되었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Item Acquisition amount Remark

Plant facilities manufacture
and installation

26,572 million won 91.08%

Civil engineering /
Construction

2,602 million won 8.92%

Total 29,174 million won 100%

Table 35. Project investment cost

2) 생산설비 목록 및 EPC 구성내용

투자비 내용은 현재 플랜트 사업 진행중인 Y사의 YEES 연소로의 판매단가를 기

준으로 하였으며, 비성형고형연료 제조를 위한 연료전처리설비비 및 전력생산을 위

한 스팀터빈 단가는 가정하여 최대한 실제사업과 유사한 값을 적용토록 하였다.

설비 투자에 있어 소각플랜트 및 발전설비는 2라인으로 구성하였는데, 향후 사업

정상화하는 데 있어 전력 판매외에도 수익성이 높은 스팀판매를 연계할 수 있는 여

건이 발생될 수 있는 점과 설비운전에 있어 대수제어를 하여 전체 시스템이 가동정

지가 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상용사업화의 안정성을 높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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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Acquisition amount Remark

Design / supervision 675 million won

Civil engineering / Construction 2,602 million won Facility cost’s 13.56%

Facility cost (mechanical/power) 20,201 million won
Toal facilities cost
25,478 million won

Waste pre-treatment facility cost 2,000 million won
Total construction cost:
27,073 million won

Acquisition / Registration tax 279 million won 2.2% of aquisition amount

Site cost 0 million won Aquisition tax included

Pipe installation cost 0 million won

Temporary occupancy cost of
pipeline construction

0 million won

Road occupation cost 0 million won 　

Start-up and other expenses 1,595 million won
5.00%

of total facilities cost

Management cost 1,822 million won
10%

of total construction cost

총 계 29,174 million won

Table 36. Investment expense contents

3) 자본조달 방법 및 구성

본 사업은 100% 자기자금 조달 구조이며, 3년 만기 회사채의 이자율 (2013년 7월

～ 2016년 7월 평균)이 2.55%이고, 일반기업에 대한 은행대출 이자율 (Y사의 은행

이자율 평균)이 4.3%인 점을 감안하여 기대수익 가중치(30%)를 포함한 총 금리

5.59%를 할인율로 적용하였다.

할인율은 새로운 투자로부터 획득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하며, 투자에 대한

자본비용으로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 혹은 장기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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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의 생산량 및 판매량에 따른 매출 및 수익 예측

제품의 생산량 및 판매량에 있어서 YK사에서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설비 가동률

을 참고하여, 설비시설의 감가상각을 10년으로 산정하고, 24시간 가동 및 년간 300

일 가동조건으로 매출액 기준을 잡았다. 또한, YK사의 공냉식 연소로의 보일러효율

은 70%를 가동조건으로 산정하였다.

Item Steam Power SRF to energy

Project period 10 year 10 year 10 year

Annual operating
day

300 day 300 day 300 day

Daily operating time 24 hr 24 hr 24 hr

Thermal efficiency 70% 70% 70%

Table 37. Facility operating conditions

전력은 증기터빈에 의해 생산되며 전력생산량 4MW기준 필요한 증기는 과열증기

(400℃, 40 ㎏/㎠G, 767 kcal/㎏) 기준으로 열회수 효율 70%, 증기터빈 효율 92%로

하였다. 이 기준으로 산정시 시간당 약 20톤의 스팀이 필요하고, 증기 생산을 위한

보일러 급수는 상온(20℃) 기준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Item Value Remark

Generated steam calorie
(total heat)

767 kcal/kg Saturated steam criteria

Steam supply conditions 40 kg/cm2A 400℃

Feed water calorie 20 kcal/kg -

Table 38. Heat/temperature conditions for steam production

매출 및 수익 예측 아래의 조건에 따라 폐기물처리 및 전력판매로 인한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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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hroughput

Annual industrial waste 68,500 ton/yr

Annual abandoned waste 9,000 ton/yr

Annual social enterprise waste 4,500 ton/yr

Power sales per time 8,000 kW/h

Annual power slaes 57,600 MW/yr

Table 39. Sales condition

전처리장치 효율이 70%, 연소기 효율이 70%로 하였고 시간당 4 MW급 발전설비

2대를 가동하기 위한 투입 물량을 82,200 ton으로 산정하며, 물량의 조달비율은 미

활용사업장폐기물 83.3%, 방치폐기물 11.1%, 사회적기업 종말품 5.6%의 비율로 처

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Item Low heat value Throughput Remark

Industrial waste 2,992 kcal/kg 228 ton/day 83.3%

Abandoned waste 4,531 kcal/kg 30 ton/day 5.6%

Social enterprise waste 4,785 kcal/kg 15 ton/day 11.1%

Target waste average 3,263 kcal/kg 274 ton/day 100%

Table 40. L.H.V and throughput of target wastes

매출액 산정을 위한 폐기물 처리 단가는 폐기물처리업체인 H사와 YK사의 영업

가격 기준을 적용하였다. 미활용사업장폐기물, 사회적기업 종말품, 방치폐기물의 처

리단가를 임의로 추정하였으며, 전력판매단가는 전력거래소에 고시된 2016년도 6월

SMP 단가 및 REC 단가, REC 가중치를 적용, 1 kWh당 전력판매단가를 산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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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Unit price Remark

Industrial waste 75,000 won/ton Y company’s cost

Social enterprise
waste

40,000 won/ton
Social enterprise I company’s

disposal cost

Abandoned waste 70,000 won/ton H company’s cost

Power unit price1) 125 won/kWh
- SMP unit price : 65.1 won (2016. 6.)
- REC unit price : 119,595 won (2016. 6.)
- REC weigh : 0.5 (waste)

1) Power unit price = SMP + (REC × REC weigh ÷ 1,000kW/MW)

Table 41. Waste disposal unit price and power selling unit price

위에서 제시한 매출 조건 및 매출단가를 통해 생산년도별로 매출액을 추정하였으

며, 폐기물 처리비용의 경우 연간 처리량과 처리비용을 이용하여, 전력판매비용은

연간 전력판매량과 전련판매단가를 이용하여 판매비용을 계산하였다. 또한, 매년 폐

기물 처리단가의 인상률을 2.0%, 전력판매단가의 인상률을 0.5%로 감안하여 산출하

였다.

(Unit : million won)

Operating year 1st year 2nd year 3rd year 4th year 5th year

Disposal cost1) 5,958 6,077 6,199 6,323 6,449

Power unit price2) 7,195 7,231 7,267 7,303 7,340

Sales 13,153 13,308 13,466 13,626 13,789

Gross Profit from
Sales3)

12,758 12,909 13,062 13,217 13,375

1) Industrial waste, abandoned waste, social enterprise wastes

2) Power slaes : (4,000 kw/h x 24 hr/d x 25 d/m x 12 m/y x 143 won/MWh) x 2 units

3) Gross Profit from Sales = sales - raw materials – sales management fee

Table 42. Estimated sales

5) 원재료비 및 비용 예측

본 설비의 운전비용은 인건비, 설비의 감가상각비, 폐기물 처리비용, 용수비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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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설비에 대한 소모품비용, 기계설비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구성하였고, 실제 사업체

운영실적을 참고하였다

운전비용 중 원재료비는 처리비를 받고 반입하기 때문에 0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인건비는 엔지니어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파트별로 임의 산출하였다. 폐기물 처리비

는 전처리 후 배출되는 30%의 협잡물과 연소후 배출되는 바닥재, 비산재를 포함하

고, 그 밖의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용은 실제 연소설비를 가동 중인 YK사의 비용을

반영하였다.

본 설비의 운전비용은 인건비, 설비의 감가상각비, 폐기물 처리비용, 용수비용, 기

계설비에 대한 소모품비용, 기계설비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본 추정은 유

사 업체의 운영실적을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총 운전비용은 9,472 백만원/년으로 인건비 737 백만원/년(7.9%), 폐기물처리비

2,097 백만원/년(22.1%), 수선비 606 백만원/년(6.4%), 보조연료비 720 백만원/년

(7.6%), 용수비 518 백만원/년(5.5%), 전력비 576 백만원/년(6.1%), 공정소모품 975

백만원/년(10.3%), 분석비 149.4 백만원/년(1.0%), 감가삼각비(10년 정액) 약 2,917

백만원/년(30.8%)등으로 구성된다.

공정소모품(활성탄, 요소수, 소석회, 가성소다)는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투입되는

약품으로 기본적인 mass balance를 토대로 30%의 여유율을 반영해 사용량을 산출

하였으며, 활성탄 2..5 ㎏/hr, 요소수 17.1 ㎏/hr, 소석회 79.26 ㎏/hr, 가성소다 137.8

㎏/hr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비용 및 판매관리비는 Table 43과 같다.

(Unit : million won)

Operating
expenses

Basis of calculation Amounts

Non-operating
expenses (interest)

proprietary capital 100% 0

Corporate tax 22% (over 20 billion) 438.8

Sales, general, and
administrative

3% of sales 395

Table 43. Financial expenses and sales management expenses



- 129 -

(Unit : million won)
Operating
expenses

Basis of calculation
Amou
nts

Ratio

Raw materials
No raw material cost because it is a business that

receives disposal cost.
0 0.0%

Wages

Plant manager : 1 person (42 million won/yr)
manager : 1 person (35 million won/yr)
Engineer : 2 people (35 million won/yr)
Operator (shift rotating system) - 3 people 4 group
: 12 people (40 million won/yr)

Pre-treatment worker : 3 people(40 million won/yr)

747 7.9%

Waste disposal
cost

(9.7t on/hr × 0.3) × 7,200 hr/yr × 50,000 won/ton) × 2
units

2,097 22.1%

Repairing
expenses

3% of facility cost (2 units base) 606 6.4%

Insurance 0.35% of facility cost 70.7 0.7%

Auxiliary Fuel semi-weekly (800℃ pre-heat etc) × 2 units 720 7.6%

Water expense (24 ton/hr × 7,200 hr/yr × 1500 won/ton) × 2 units 518 5.5%

Electricity cost (800 kWh × 7,200hr/yr × 100 won/kWh) × 2 units 576 6.1%

Expendables 975

10.3%

 Activated
carbon

(2.5 ㎏/hr × 7,200 hr/yr × 4.5 million won/ton) × 2
units

162

 Urea
(17.1 ㎏/hr × 7,200 hr/yr × 390 thousand/ton) × 2

units
96

 Lime
(79.26 ㎏/hr × 7,200 hr/yr × 280 thousand/ton) × 2

units
320

 NaOH
(137.8㎏/hr × 7,200 hr/yr × 200 thousand/ton) × 2

units
397

Analysis &
TMS

TMS O&M, self-measurement(weekly),
Analysis(2 units)

96 1.0%

The others waste (747 million won/yr) × 0.2 149.4 1.6%

Depreciation
cost

10 year fixed charge 2,917 30.8%

Total 9,472 100%

Table 44. Operating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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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공냉식 소각플랜트 사업의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해 추정 재무제표 작성을 통해 손익계산과 제무상태표를 추

정하였다.

1) 추정 손익계산서

회사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한 사업성 검토기간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수익발생 시점으로부터 5년의 기간이 수익성 검토대상이나, 프로젝트

초기인 2016년은 수익활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

의 손익계산서를 추정하였으며, 2016년은 실제 건설기간 중이므로 수익의 발생은

없고, 운전자본만 발생하므로, 별도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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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million won)

Estimated income

statement

Begin

business
1st year 2nd year 3rd year 4th year 5th year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Sales - 13,152.9 13,308.1 13,465.8 13,626.1 13,789.1

1.18% 1.19% 1.19% 1.20%

Sales cost 　 0 0 0 0 0

% of sales - 0% 0% 0% 0% 0%

Gross margin 12758.4 12908.8 13061.8 13217.3 13375.4

% of sales 　 97% 97% 97% 97% 97%

Sales, general, and

administrative
　 394.6 399.2 404.0 408.8 413.7

% of sales 　 3% 3% 3% 3% 3%

Operating

expense
　 9,472.5 9,636.4 9,804.4 9,976.6 10,153.0

% of sales - 72% 72% 73% 73% 74%

Business profits 2,891.2 3,272.4 3,257.4 3,240.7 3,222.4

% of sales - 22.0% 24.6% 24.2% 23.8% 23.4%

Non-operating

expense
　 - - - - -

% of sales - 0.0% 0.0% 0.0% 0.0% 0.0%

Pre-tax profit 　 2,891.2 3,272.4 3,257.4 3,240.7 3,222.4

% of sales - 22.0% 24.6% 24.2% 23.8% 23.4%

Tax 　 636.1 719.9 716.6 713.0 708.9

% of sales - 4.8% 5.4% 5.3% 5.2% 5.1%

After tax profit 2,255.2 2,552.5 2,540.8 2,527.8 2,513.4

% of sales - 17.1% 19.2% 18.9% 18.6% 18.2%

Table 45. Estimated profit and loss statement for plan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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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 재무상태표

(Unit : million won)

Discounted

cash flow

Begin

business
1st year 2nd year 3rd year 4th year 5th year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EBITDA 0 5,809 6,190 6,175 6,158 6,140

Sales - 13,153 13,308 13,466 13,626 13,789

Sales cost 　 - - - - -

Gross margin - 12,758 12,909 13,062 13,217 13,375

Operating expense - 9,473 9,636 9,804 9,977 10,153

Business profits - 2,891 3,272 3,257 3,241 3,222

- Tax - 636 720 717 713 709

NOPLAT1) - 2,255 2,552 2,541 2,528 2,513

- Depreciation cost - 2,917 2,917 2,917 2,917 2,917

- change in net
working capital

　 1096.1 12.9 13.1 13.4 13.6

Accounts receivable 1096.1 1109.0 1122.1 1135.5 1149.1

Receivables

turnover ratio
12.0 12.0 12.0 12.0 12.0

Purchase liabilities 0.0 0.0 0.0 0.0 0.0

payables turnover - - - - -

net working capital 　 1096.1 1109.0 1122.1 1135.5 1149.1

- Investment expense 29,174 - - - - -

Investment expense 29,174 - - - - -

liquidating value 0 - - - - -

Free cash flow (29,174) 4,076 5,457 5,445 5,432 5,417

Accumulation

cash flow
(29,174) (25,098) (19,641) (14,196) (8,764) (3,346)

Table 46. Estimated financial position table of plant projects

*1) NOPLAT : Net operating profit less adjusted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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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성 분석

상기의 조건에 따라 플랜트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Table 47에 제

시된 바와 같이 순현재가치, 내부수익율 그리고 회수기간에 있어 사업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각 경제성 분석기법에 따른 해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순현재가치(NPV)

순현재가치(NPV)는 순현재가치 ≥ 0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며,

본 사업에 투자되어 발생된 현금흐름은 10,117 백만원으로 총 투자비 29,964 백만원

임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나) 내부수익률(IRR)

내부수익률(IRR)은 수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로 환산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 R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내부수익률이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본

사업에 대한 IRR은 12.16%로 할인율 5.59%를 초과하고 있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

고 판단된다.

다) 회수기간(PBP)

회수기간(PBP)은 투자안에 대해 지출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으로

서 본 사업에 대한 회수기간은 5.6년으로 나타나 총 투자기간 대비 조기에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Item NPV(million won) IRR(%) PBP(yr)

Cash flows
proposed

10,117 12.16 5.6

Table 47. Economic feasibility (NPV, IRR, P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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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공냉식 소각플랜트 사업의 사업추진에 따른 민감요인 분석

경제성평가의 수익과 비용의 계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경

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인 공사비, 운영비, 매출액 등에 대해서 각

변수가 일정량만큼 변화되었다. 경제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해 투자시점과 운

영시점의 변수에 투자비를 안전하게 회수 및 대응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두는

것으로 다양한 민감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매출액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매출액 10～20% 상승할 경우, NPV는 1.7배, 2배 상승하며, 반면에 매출액이

13.14% 이상 감소 할 경우 NPV는 0원으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토대로 그래프를 작성하여 기울기를 계산한 결과 기울기는 0.7505를 보였다.

Variance
NPV

(million won)
IRR(%) PBP(yr) 비고

+20% 21,421 18.60 5 - Industrial waste disposal

cost

- Social enterprise end

product disposal cost

- Abandoned waste

disposal cost

- SMP unit price

- REC unit price

+10% 17,816 16.63 5

Neutral 10,117 12.16 5.6

-10% 2,418 7.25 7

-13.14% 0 5.59 8

-20% -5,282 1.67 10

Table 48. Sensitivity analysis of changes in sales

2) 운영비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운영비 10 ～ 20% 감소 할 경우, NPV는 1.6배, 2.18배 상승하며, 반면에 운영비

가 16.975% 증가 할 경우 NPV는 0원으로 수익성이 없었고, 이를 토대로 그래프를

작성하여 기울기를 계산한 결과 기울기는 0.9742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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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NPV

(million won)
IRR(%) PBP(yr) 비고

+20% -1,803 4.30 8
- Wages

- Waste disposal cost

- Water & electric power

service cost

- Materials & chemicals

- Test analysis

- Auxiliary fuel

- Other cost

+16.975 0 5.59 8

+10% 4,157 8.41 7

Neutral 10,117 12.16 5.6

-10% 16,077 15.66 5

-20% 22,037 18.98 5

Table 49. Sensitivity analysis by variation of operating cost

3) 공사비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공사비가 10～20% 감소 할 경우, NPV는 1.2배, 1.3배 상승하며, 반면에 공사비가

59.24% 증가할 경우 NPV는 0원으로 수익성이 없었고, 이를 토대로 그래프를 작성

하여 기울기를 계산한 결과 기울기는 0.2537를 나타내었다.

Variance
NPV

(million won)

IRR

(%)

PBP

(yr)
Remark

+59.24% 0 5.59 8
- Design / Supervision

- Civil eng. / Construction

- Equipment cost

- Pre-treatment equip. cost

- Acquisition tax

- Registration tax

- Start-up cost

- Maintenance cost

+20% 6,701 10.03 7

+10% 8,409 11.11 6

Neutral 10,117 12.16 5.6

-10% 11,825 13.20 6

-20% 13,533 14.21 6

Table 50. Sensitivity analysis of construction cost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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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감도 분석 결과

변수 (매출액, 운영비, 공사비)의 변동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그래프를 작성, 기울기를 계산한 결과 운영비

(a=0.9742)＞매출액(a=0.7505)＞공사비(a=0.2537) 순으로 나타났다.

기울기(a)가 높을수록 민감한 영향력을 보이므로, 운영비 변동이 사업타당성에 가

장 높은 민감도를 보이며, 이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운영비 중 30.8%를 차지하는 폐기물 처리비(폐기물을 소각하고 나온 재/용수 등

을 처리하는 비용)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순 처리

하는 개념에서 가공 후 유가금속을 획득하는 등의 자원순환 개념으로 접근, 처리비

를 줄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의 변화도 운영비에 영향을 미치므로(인건비+물가상승

에 영향을 받는 요인 = 약 46.4%), 매년 발표되는 국가정보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변화에 대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방

안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Fig. 67. Status of sensitivity according to construction cost,
operating cost and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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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 Ratio of operating expenses, sales and construc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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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결론

폐기물 에너지화 플랜트를 건설 및 운영하기 위한 환경플랜트 사업을 사례로 폐

기물의 고형연료화 전처리설비, 3.9톤 규모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2기, 4MWh

규모의 발전기 2기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경제성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경제성분석

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여 민감도가 높은 요인을 확인하였고, 사업안정

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순현재가치, 내부수익율 그리고 회수기간에 있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각 경제성 분석기법에 따른 해석 결과 순현재가치(NPV)는 현금흐름은

10,117 백만원으로 나타났고, 내부수익률(IRR)은 12.16%로 할인율 5.59%를 초

과하였으며, 회수기간(PBP)은 5.6년으로 나타나 조기에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변수 (매출액, 운영비, 공사비)의 변동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민감

도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그래프를 작성, 기울기를 계산한 결과 운

영비(a=0.9742)＞매출액(a=0.7505)＞공사비(a=0.2537)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비

변동이 사업타당성에 가장 높은 민감도를 보이며, 이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운영에 따른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운영비 중 30.8%를 차지하는 폐기물 처

리비(폐기물을 소각하고 나온 재/용수 등을 처리하는 비용)는 단순 처리하는

개념에서 가공 후 유가금속 회수 등의 자원순환 개념으로 접근, 처리비를 줄이

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의 변화도 운영비에 영향을 미치므로(인건비+물가상승에

영향을 받는 요인 = 약 46.4%), 매년 발표되는 국가물가정보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변화에 대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방

법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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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총괄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SRF, 사업장폐기물, ASR 등과 같은 다양한 폐기물의 연소에 사용

된 연소시설의 한 형태인 공냉식 선회연소설비에서 최적의 운전을 위한 설계조건을

도출하고자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3차원 유동해석을 진행하였다.

과거의 전형적인 연소방식과 다른 공냉식 선회연소로에서 완전연소를 위해 연소

로에 대한 기류, 온도, 압력 등에 대한 모사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연소의 가장 중요

한 요소인 1, 2차 연소공기를 주입하는 방식과 연소공기 주입챔버에 대한 형태 결

정을 위해 여러 형태의 구조를 적용하여 최적의 형태를 평가하였다. 또한 연소로와

캐비티 보일러에서 질소산화물 최적 제어를 위해 SNCR 노즐의 위치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냉식 연소시설을 적용한 플랜트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평

가하고 민감도가 가장 높은 투입재원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연소방식과 차별화된 공냉식 소각시스템의 최적 운전조건을 찾기위해 로

의 내부 온도분포, 속도분포, 체류시간 등에 대해 3차원 전산유체해석을 수행

한 결과, 공기비 2.1, 폐자원 공급량 1.5 ton/hr로 로에서 연소시킬 연소실 출구

의 면적가중 평균온도는 1,077℃로 나타나 에너지회수에 충분한 온도임을 확인

하였다.

또한 본 시스템의 경우, 완전연소를 유도하고 또한 thermal NOx의 생성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기비는 1.9 ∼ 2.1 사이, 연료 투입량은 약 1.25 ∼ 1.5

kg/hr 정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공냉식 연소장치에서 연소공기 주입구조를 3가지 형태로 설계하여 속도장, 기

류장 그리고 온도장에 대한 전산유체역학 모사와 실증실험을 실시하였다. 연소

공기의 유입속도는 최대 20 m/s 이상으로 나타나, 유입되는 연소공기의 방향

과 내벽 접선면에서의 유속분포가 속도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며 설

계인자로서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주입부간 기류흐름에 따라 편류, 기류충돌이 발생되어 구조 변경을 통해 로

내 기류를 안정화시켜 로 내 연소환경을 개선하고 체류시간을 증가할 수 있도

록 해 일산화탄소와 입자상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실제 설비에 CFD 모사결과를 반영하여 설계개선에 활용한 결과 연소

분위기의 척도인 강열감량과 CO 농도가 기존 16.53%, 190.8 ppm에서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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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ppm으로 저감되어 설계변경을 통한 연소효율 개선을 확인하였다.

3) 연소공기 주입챔버 내 압력손실은 약 최대 831 Pa(84.7 mmAq)으로, 각 분지

관은 최대 120 Pa(12.2 mmAq)로 나타났고, 연소로 외곽유로에서 최대 1,542

pa(154 mmAq) 수준의 압력손실이 걸리고 있어 F.D. fan은 250 mmAq 이상의

압력손실을 가지는 팬을 설계해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직관형태의 type C 챔버가 편류가 적고 57.5%를 하단부에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가장 적합한 연소공기 챔버 형태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type C와 D에 연

소공기 F.D. fan의 방향에 따라 플래넘을 달리했을 때 유량의 주입량은 61.7%

와 60.7%로 동일한 수준이나, type D가 유속의 편류폭이 적어 전체 주입포트

별 안정성을 확보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선회방식 연소로와 캐비티 보일러를 대상으로 기류, 속도와 온도분포를 예측하

여 연소로에서의 운전상태와 SNCR 노즐 설치에 필요한 설계인자 도출을 위한

모델링 해석을 진행하였고 연소공기가 F.D. fan으로부터 공급된 후 연소공기

챔버와 포트을 지나 연소기 내부를 통과하면서 12 m/s로 주입된 후 연소로 내

에서 6.5 m/s로 통과한 후 보일러 캐비티에서 1.5 m/s까지 이동속도가 줄어

체류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소로와 보일러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 산화반응이 연소기 중앙부에

서 이루어지고 있고, cavity 영역에서 구분되는 단 넘어로 구조적으로 와류가

발생하는 사영역(dead-zone)구간이 발생하였고 이 지점에서 잔존 탄소의 산화

반응이 격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선회기류형 소성로의 화

염 특성과 로 내 온도 분포를 예측하여 최적의 De-NOx 효율을 가질 수 있는

SNCR urea 분사 노즐 위치를 선정할 수 있었다.

5) 폐기물을 에너지화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위해 폐기물을 연료화하여 전력판매

하는 사업으로 전처리설비, 3.9톤/시 연소설비 2기, 4MWh 발전설비 2기를 대상

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각 경제성 분석기법에 따른 해석결과 순현재가치(NPV)는 현금흐름

은 10,117 백만원으로 나타났고, 내부수익률(IRR)은 12.16%로 할인율 5.59%를

초과하였으며, 회수기간(PBP)은 5.6년으로 나타나 조기에 회수가 가능한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에 있어 변수 (매출액, 운영비, 공사비)의 변동에 따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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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대로 그래프를 작성, 기울기를 계산한 결과 운영비(a=0.9742)＞매출액

(a=0.7505)＞공사비(a=0.2537)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비 변동이 사업타당성에

가장 높은 민감도를 보이며, 이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냉식 연소설비의 고효율 연소특성을 확인하여 최적 설계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해 모사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폐자원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공냉식 연소시설이 국내뿐

만 아니라 해외 폐기물에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 높은 수분량, 낮은 발열량을 가

지는 폐자원을 대상으로 연소로 내에서의 반응 모사 그리고 실증 운전을 통한 검증

을 포함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경제성 및 환경성 분석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결과로 도출한 연소로 설계조건과 운전조건을 검증하고 개선된 결과를 제시

함으로써 연소로에 공급되는 연소공기의 분배안정성을 제공하는 설계 운전조건 등

과 같은 조업인자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최적의 연소

로 설계인자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개구부의 댐퍼를 조절함에 따른 와류현상, 연소

로 내의 I.D. fan 가동에 따른 챔버 내 기류거동현상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도 사실하다.

따라서, 고효율 공냉식 선회연소로의 사용은 다양한 폐기물 연소에 따른 에너지화

효율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연소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줄일 수 있어 국내 에너

지화 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전통적인 연소방식을 넘어서는 기술로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적용가능한 기술로 성장해 가야한다. 또한 폐기물의 완전연소와

배가스의 안정적인 제어는 설비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본 설계기술이 자원 재활용 정책과 제도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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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s

V : 속도 벡터

ΓΦi : 확산 계수

SΦi : 부력항을 제외한 비정상항, 압력구배 등을 포함한 모든 source term

k : 난류 운동 에너지

ε : 소산률

Gk : 난류 생성항

Gb : 부력항

μt : 난류 점성 계수

Cμ, Cε1, Cε2, σk, σε : 경험적 실험상수

ρ : 밀도

Φi : 지배 방정식의 의존 변수

g : 중력 가속도

u, v, w : X, Y, Z방향 속도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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