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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의 처리문제가 대두되어지면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슬러지 처리 기술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각,
탄화, 열분해, 매립, 비료화 등의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모든 공정에는 80% 이상의 높은 함수율의 하수슬러지를 원재료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건조공정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인 수치해석적 연구로 설계된 로타리 킬른형 건
조로를 이용하여 운전변수로 킬른 체류시간, 건조로 부하, 건조로 온도를 각각 변화시켜 최적의 운전조건과 기술을 확립하
3
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변수별 연구에 의한 결과로 킬른 체류시간, 건조로 부하, 건조로 온도는 각각 62.5 kg/m ⋅hr,
26.2 min, 330 ℃로 결정되었다. 이때 함수율 10 ± 2%, 건조효율 88%, 무게감량 80%, 부피감량 60% 정도로 나타났고,
슬러지의 입경은 10 mm 이하로 배출되었다.
Sludge disposal technology has been studied with many researchers since disposal of sewage sludge has been a social problem.
The current technologies include incineration, carbonization, pyrolysis, landfilling and fertilization. However, all of these processes require a dry process, because sewage sludge with more than 80% high water content is difficult to be used as a raw
material.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establish the optimal operation conditions and the technology as changing the variables:
kiln residence time, sludge load, dryer temperature, by using the previous study that is rotary kiln type dryer designed as a
numerical simulation study. As the results, optimum conditions are determined as follows: kiln residence time, sludge load,
dryer temperature are 62.5 kg/m3⋅hr, 26.2 min, 330 ℃, respectively. Content of water, drying efficiency, weight loss, volume
loss show that the results are 10 ± 2, 88, 80, 60%, and the dried sludge is released by a dryer below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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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고, 운반비용의 절감효과도 기대되어지며 악취 및 침출수 등의 2차
오염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이에 고함수율 슬러지 건조기술에 관심
이 높아지고 건조장치의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하수슬러지의 건조에 있어 중요한 인자로 열풍유입방식, 건조물 비
표면적, 이송과 교반 등이 있다. 또한 하수슬러지의 경우 고분자 응집
제가 첨가되어 있어 고열이 가해지면 크게 덩어리져 뭉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슬러지의 비표면적을 감소시키고, 점착성이 강해져 이
송에서도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슬러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조
효율이 향상되도록 건조로를 선정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실규모 건조로보다 국내 하수슬러지의 조건에 맞
는 건조로를 설계하고 최적 운전조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선행연구인 수치해석적 연구를 통해서 건조로 내 열유동 특성을
파악함으로 최적 건조로 형상 및 운전 조건을 확립하였다[5]. 이는 열
풍의 유동과 속도가 건조효율에 영향을 준다고 선행 연구들에 의해
알려져 있다[6]. 또한 운전변수로 건조로 부하, 킬른 체류시간, 건조로
온도를 각각 변화시켜 최적 운전조건을 파악함으로 고효율 하수슬러
지 건조와 운전비용이 절감되는 건조로 설계기술 및 운전기술의 기초

현재 하수슬러지는 해양투기가 71%, 재활용 15%, 소각 13%, 육상
매립 1%순으로 대부분 해양투기에 의존해 처리되어지고 있다. 하지
만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에 따라 제 1기준은 2008년 2월부터, 제
2기준은 2011년 2월부터 해양투기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진다[1].
이에 각 지자체들은 하수슬러지의 처리 대책에 관심이 커지고, 많
은 연구자들에 의해 소각, 열분해, 탄화, 복토용제, 비료화 등의 방법
이 슬러지 처리 기술로 연구되어 활용되고 있다[2,3]. 이러한 모든 공
정에 80% 이상의 함수율을 가지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 건
조공정을 거치게 된다. 예를 들면, 소각공정의 경우 80% 이상의 함수
율은 공해문제와 에너지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방해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함수율을 45%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4].
또한 하수슬러지 건조를 통해 부피와 무게의 감소로 취급이 용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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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실험장치
Figure 1은 본 연구에 의해 설계된 실험실 규모의 회전체를 부착한
건조로이다. 이는 수평형 로타리킬른 방식의 건조로로 슬러지 공급부,
슬러지 건조부, 열풍 주입부, 건조로 제어부, 측정 및 분석부로 구성되
어 있다.
슬러지 공급부는 슬러지 주입장치와 이송스크류 피더로 구성되어

있다. 슬러지 주입장치는 슬러지가 뭉쳐 막히는 현상과 이송스크류
피더 위로 터널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입호퍼 내 하단부에 두 개
의 판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게 하여 슬러지를 밀어 연속적으로
주입하게 하였다.
슬러지 건조부는 벽면에 스크류와 베인이 부착된 킬른, 날개가 달
린 회전체(이하 회전체)와 열풍 분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킬른은 원
통(재질: stainless steel)으로 직경 216 mm, 길이 500 mm이다. 킬른 벽
면의 스크류는 킬른이 수평상태에서 슬러지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50
mm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베인은 스크류와 교차하게 입구부터 출

Figure 1. Schematic of the experimental set up.

구까지 90°간격으로 설치하여 슬러지의 교반과 열풍과의 접촉이 원활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회전체는 날개를 스크류 간격과 동일하게
배치하였고, 슬러지와 맞닫는 부분은 날카롭게 하여 잘리기 용이하게
하였다. 이는 최대 점성을 가져 덩어리지는 40∼60% 함수율의 점착
성 구간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고, 입자를 작게 잘라 슬러지의 표면
적을 증가시켜 건조효율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게 한다[7]. 열풍 분
배관은 직경 46 mm, 길이 500 mm의 관으로 킬른 입구부터 출구까지
90°간격으로 일정간격마다 홀을 뚫어 킬른 전반적으로 열풍이 공급되
도록 하였다.
열풍 주입부는 열풍을 공급하는 가스버너와 열풍라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가스버너는 컴프레셔로부터 공급되는 공기와 LPG를 예혼합
하여 공급하도록 하였고 역화방지 및 안정된 화염을 위해 버너 하단
에 허니컴을 두 단으로 설치하였다.
건조로 제어부는 건조로의 운전 시 슬러지 주입호퍼의 회전판, 이
송스크류와 킬른의 작동을 제어하고 이송스크류와 킬른은 인버터 방
식으로 회전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측정 및 분석부는 온도 측정 장치와 배기가스 분석 장치로 구성되
어 있는데 온도 측정 장치는 K-type 열전대와 데이터 분석 장치(fluke
hydra logger)로 구성되어 있다. 열전대는 버너 상단, 열풍주입구, 킬른
내부에 각각 설치하여 연속적으로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기가스 분석은 샘플링 라인과 가스크로마토그래프(SHIMADZU14B)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컬럼은 Molecular Sieve 5A, Molecular
Sieve 13X 그리고 HayeSep R을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본 실험은 건조과정에서 킬른 내의 슬러지와 열풍이 접촉함으로 입
자를 최대한 작게 분쇄하여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에 킬른 벽면에 베인을 90°간격으로 수평방향으로 설치하였고, 회전
체를 킬른 중심에서 슬러지가 베인에서 낙하하는 방향에 장착하였다.
슬러지의 건조공정에 앞서 킬른 내부 온도를 330∼340 ℃로 유지시
키기 위해 수분에 의한 증발잠열을 고려하여 400 ℃까지 승온하여 예
열시킨다. 이때 건조로의 시동특성은 Figure 2와 같이 나타난다.
킬른 내의 온도가 안정화 되면 회전체와 주입호퍼를 작동시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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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initial characteristic of dryer.

송스크류와 킬른의 회전속도는 각각 건조로 부하(DR) 62.5 kg/m3⋅hr,
슬러지 체류시간(RT) 26.2 min이 되도록 조절하여 건조로를 운전하였
다. 건조로 부하와 킬른 체류시간은 식 (1), (2)와 같이 나타난다.

  


(1)

여기서 DR은 건조로 부하(kg/m3⋅hr)를 나타내며, Sr은 시간당 슬러
지 주입량(kg/hr), V는 건조로 체적(m3)을 나타낸다.

  
 ×

(2)

여기서 RT는 킬른 체류시간(min)을 나타내며, L(mm)은 킬른의 길
이, P(mm/Rev)는 1회전당 피치간격, R(Rev/min)은 킬른의 회전속도
를 나타낸다.
각각의 조건이 안정화되면 주입호퍼에 저장된 슬러지가 이송스크
류에 의해 킬른 내로 주입되고 회전체에 의해 분쇄되면서 건조공정이
진행된다. 탈수슬러지가 건조되어 나온 결과물(이하 건조슬러지)의 함
수율이 일정하게 되는 40 min의 안정화 시간을 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조슬러지를 제조하였다. 본 건조로의 최적 운전조건을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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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때 결과는 Table 2와 같다.
3
기준조건에서 변수별 조건은 건조로 부하 62.5 kg/m ⋅hr, 킬른 체
류시간 26.2 min, 건조로 온도 330 ℃로 각각 결정되었으며, 이때 건
조슬러지의 함수율은 10 ± 2%이고, 건조효율은 88%, 무게감량은
80%, 부피감량은 60%로 나타났다. 또한 건조슬러지 입경은 주로 10
mm 이하로 배출되었다.

Table 1.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Dewatered Sludge
Item

Water

Value (wt%)

Ignition loss

Ash

90.9

9.00

82

Item

C

H

O

N

S

Value (%)

14.1

10.8

2.70

25.7

2.68

Heating value
LHV (kcal/kg)

Table 3은 실제 현장에서 하수슬러지의 건조를 위해 운전되고 있는
H사와 S사의 로타리 킬른 건조로와 본 건조로를 비교한 것으로 건조
로 부하로 환산하여 비교했을 때 건조효율, 건조로 온도, 체류시간에

3710.6

Table 2. Results of Experiment for Standard Conditions
Standard
conditions

Sludge load
3
(kg/m ⋅hr)

Residence
time (min)

Temperature
(℃)

Value

62.5

26.2

330

Experiment
data
Value

Content of Efficiency Reduced
Decreased
water (%)
(%)
weight (%) volume (%)
10±2

88

80

577

60

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각각의 건조로는 수평형 로타리 킬른으로
킬른 내부에 바스켓 날개가 설치되어 슬러지를 이송, 교반하고 슬러
지를 낙하시키며 열풍과 접촉하여 건조를 원활히 진행되게 하였으며,
내부 편심축은 안테나 모양의 회전체를 정속 회전시켜 슬러지를 분쇄
하며 건조효율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이때 열풍공급은 기존 병류식
(parallel flow)과 향류식(counter flow)보다 효율적인 열풍공급을 위해

Size
(mm)
> 10

본 건조로는 내부에 열풍이 균일하게 공급되는 분배식(distribution
flow) 형태를 적용하였다.
Figure 3은 탈수슬러지와 건조슬러지의 물리적 상태를 비교한 것이
다. Figure 3(b)는 건조슬러지로 입경이 Figure 3(a)의 탈수슬러지에 비
해 매우 작아졌고, 슬러지의 무게와 부피도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육
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탈수슬러지의 경우 점착성이 강하여 큰 덩
어리 상태이지만 본 건조로에 의해 건조 공정을 진행시킨 후 건조슬
러지의 입경은 10 mm 이하로 배출됨을 확인하였다.
Table 4는 탈수슬러지와 건조슬러지에 포함된 중금속의 용출특성

기 위해 운전변수인 킬른 체류시간, 건조로 부하, 건조로 온도를 각각
3
14.3∼33.3 min, 38.1∼92.5 kg/m ⋅hr, 230∼360 ℃로 변화시켜 실험
을 진행하였다.
2.3. 분석방법
본 건조로의 최적 운전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지표로 폐기물공정시
험방법에 따라 함수율을 측정하였고[8], 건조슬러지의 건조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 건조효율 및 부피감량을 계산하였다. 유기화합물의 성분
C, H, O, N, S의 정량 및 정성 분석을 위해 원소분석기(EA 1110, CE

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의해 정성 및 정량적으
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각각 매립 복토제 및 부숙토 원료의 중금속
함량 기준[1]과 비교하였을 때 모든 기준에서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건조공정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스성분의 파악을 위하여 가
스 크로마토그래프로 분석한 결과 CO2, O2, N2가 배출되었으며, 각각
6.99, 9.47, 74.99%로 나타났다.

INSTRUMENTS)를 사용하였고, 하수슬러지의 건조된 상태에서 중금
속 용출을 파악하기 위해 폐기물공정시험법[8]에 의해 정성 및 정량
을 분석하였고, 배기가스 측정은 가스 가스크로마토그래프로 분석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3. 변수별 연구
3.3.1. 킬른 체류시간 변화

3.1. 탈수슬러지

Figure 4는 건조로 부하 38.1 kg/m3⋅hr, 건조로 온도 330 ℃로 고정
된 조건에서 킬른 체류시간 변화에 따른 하수슬러지의 함수율과 건

본 실험에 사용된 하수슬러지는 광주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것으
로 표준 활성슬러지법으로 처리하여 탈수한 탈수슬러지를 사용하였
다. 탈수슬러지의 화학적 성상 및 함량, 발열량은 Table 1과 같다. 발

조효율을 파악한 것으로 14.3∼33.3 min으로 변화시켜 실험을 진행하
였다.
킬른 체류시간에 따른 최적 건조조건은 14.3 min으로 함수율과 건

열량은 Dulong식에 의해 고위발열량을 계산하였고, 증발잠열을 고려
하여 저위발열량으로 환산하였다[9]. 실험에 사용한 슬러지의 함수율
은 평균 82.0%로 나타났다.

조효율은 13.3%와 84.4%로 나타냈고, 이때 건조슬러지의 입경은 10
mm 이하였다. 또한 건조슬러지는 시간당 129 g이 배출되었다.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함수율은 감소하고 효율은 증가하였지만, 건조로
3
부하 38.1 kg/m ⋅hr에서는 체류시간이 짧아도 82%의 높은 함수율의
슬러지가 15% 이하로 건조되어 배출되었다. 하지만 출구를 통해 배출
3
되는 건조슬러지의 양이 너무 적어 건조로 부하량 38.1 kg/m ⋅hr은

3.2. 기준조건
본 실험은 설계 제작된 건조로의 최적 운전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변수별 반복실험을 통해 건조슬러지의 함수율을 기준으로 기준

Table 3. Comparison of This Dryer and Industrial-scale Rotary Kiln Dryers
Item

D × L
(m)

Sludge load
3
(kg/m ⋅hr)

A

0.22 × 0.5

62.5

B

3 × 7

60.6

C

1.7 × 17

104

75

Dryer efficiency
(%)

Residence time
(min)

Thermoflow supply

Dry temperature
(℃)

88

26.2

Direct heating (distribution flow)

330

86.2

20∼40

Direct heating (parallel-flow)

400∼450

60

Direct heating (Counter flow)

800

A: Experimental dryer, B: H. Co. dryer, C: S. Co. dr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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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Heavy Metal Contents of Dewatered Sludge
and Dried Sludge
Heavy metal (mg/L)

Pb

Cu

As

Cr

Cd

Hg

Regulation for compost

150

500

50

300

5

2

Dewatered sludge

0.1

0.13

ND

ND

0.02

ND

Dried sludge

0.04

0.141

ND

ND

ND

ND

ND: No detection

(a) Dewatered sludge

Figure 4. Effect of variations of kiln residence time.

(b) Dried sludge
Figure 3. Comparison of dewatered sludge and dried sludge.

운전조건으로 부적합함을 확인하였다.
3.3.2. 건조로 부하 변화
Figure 5는 건조로 온도는 330 ℃로 고정한 상태에서 건조로 부하
를 38.1∼92.5 kg/m3⋅hr로 변화시키고 Figure 4의 건조슬러지 배출량
이 너무 적어 체류시간도 14.3∼33.3 min으로 함께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한 것이다. 그 결과 슬러지 부하에 따른 최적 건조조건은 체류시
3
간 26.2 min과 건조로부하 62.5 kg/m ⋅hr로 선정하였으며, 함수율과
건조효율은 11.8과 86.1%로 나타났다. 이때 건조로 부하는 낮을수록
건조효율이 높아지지만 38.1 kg/m3⋅hr의 경우 62.5 kg/m3⋅hr에 비하

여 배출되는 건조슬러지의 양이 현저히 적고, 62.5 kg/m3⋅hr 이상의
경우 함수율의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배출되는 건조슬러지의 입경의
분포가 고르지 않으며 입경이 10 mm 이상으로 건조되지 않은 덩어리
가 상당히 포함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3.3.3. 건조로 온도 변화
Figure 6은 건조로 온도에 따른 함수율 및 건조효율을 파악하고자
공업화학, 제 18 권 제 6 호, 2007

Figure 5. Effect of variations of sludge load.

230∼360 ℃로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 Figure 5에서의 최적
3
조건으로 선정된 킬른 체류시간 26.2 min과 건조로 부하 62.5 kg/m ⋅
hr의 조건을 고정하였다. 그 결과 함수율과 건조효율은 11.6과 86.4%
로 나타났고, 입경이 주로 10 mm 이하로 시간당 706.8 g 배출되었다.
또한 무게 및 부피의 감량은 각각 80과 60%로 슬러지를 건조하므로
슬러지의 무게와 부피 모두 상당히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함
수율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건조효율은 증가하지만 건조효

회전체를 부착한 수평형 로타리킬른 건조로의 설계 및 최적 운전조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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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경은 10 mm 이하 배출되었다. 변수별 연구를 통한 하수슬러지
의 건조특성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조로의 체류시간은 길어질수록 함수율은 감소하고 건조효율은
3
증가하였으며, 건조로 부하 38.1 kg/m ⋅hr에서는 체류시간이 짧아져
도 15% 정도의 건조슬러지가 배출되어졌다. 하지만 건조슬러지 배출
량이 시간당 129 g으로 너무 적게 배출되었다.
2) 건조로 부하는 부하량이 적을수록 함수율이 낮아지고, 건조효율
3
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62.5 kg/m ⋅hr이하의 경우 건조슬러지 배출량
이 너무 미비하고, 이상일 경우 건조슬러지 배출량에 비해 함수율의
증가가 급격함을 확인하였다.
3) 건조로 온도는 증가할수록 함수율이 감소하였다. 건조온도 선정
은 후속공정의 상황에 맞는 슬러지의 함수율을 위해 적절한 온도제어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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