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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과열 증기를 이용하여 생활 폐기물내 유기성 성분의 분해를 수행하고 폐기물의 특성 및 반응 시간이 폐기물의 분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과열 증기를 이용한 분해 후 음식 및 폐지와 같은 생분해성 유기 성분은 쉽게 분해되었고 생분해성 유기 성분

중 나무와 석유계 유기성 성분인 플라스틱, 금속과 같은 무기성 성분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쉽게 분리가 가능한 상태를 형

성하였다. 입자의 크기 변화를 살펴본 결과 폐기물 내 생분해성 유기 성분이 적을수록 짧은 반응 시간에도 높은 입자 크기 감소를

보였으며 반응 시간이 60분 이상에서 최대 90% 이상의 입도 감소를 나타내었다.

주제어 : 폐기물, 과열증기, 유기성 성분, 분해, 분리

Abstract

Degradation of the organic component in the waste were carried out by superheated steam in a pressurized vessel. The effects
of waste characteristics, reaction temperature and residence time on the degradation rate have been determined. The bio-
degradable organic components such as food and paper waste have been degraded, and plastics, wood and metal were remained
without degradation. The degradation efficiency is decided by the desizing rate of the waste, and the waste mixture with 23%
biodegradable organic component shows higher desizing rate than that of the 43% of the biodegradable organic component in
a short residence time and the desizing rate is found to be 90% in the maximum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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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폐기물의 순환과 재활용이 가능한 농업기반의 저밀도

사회에서 가공물 형태의 소비를 선호하는 공업기반의 고

밀도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다량의 폐기물 배

출이 필연적으로 발생되었다. 생활폐기물의 최종 안정화

수단인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신규건설이 억제됨에 따라

현존하는 가용 매립장의 잔여 매립용량이 점차 감소되

고 있으며 매립장의 수명이 다한 지역은 수거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여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

하고 있다. 폐기물의 매립용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소각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과 생활폐기

물의 발열량 증가에 따른 불안정한 운전으로 인근 주민

들의 반대와 민원 등이 빈번하여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

다. 더불어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매립량을 40.3%(2003

년 기준)에서 2011년 17%까지 감소시킬 계획이며 이에

따라 현재 국내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장에서 새로운 기

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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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대부분의 광역시에서는 음식물의 분리수거

로 이전보다 생활폐기물에 포함되는 유기물의 함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

은 종이, 목재, 피혁 등을 포함한 생분해성 성분의 함량

이 67% 이상(2005년 기준)이다.2) 유기성 성분은 다량

의 수분을 포함하여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하고 악취, 유

해조수의 서식, 병원균의 원인이 되는 등 위생문제를 유

발할 뿐 아니라 매립을 하였을 경우 매립지 침하와 오

염된 침출수의 주요 원인이다. 유기성 성분은 재활용 가

능성 물질이 무질서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분리

및 선별하여 이용하게 되면 매립되는 폐기물의 안정화

와 더불어 bio-gas, 퇴비, RDF 등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3-5)

본 연구에서는 과열증기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중

생분해성 유기 성분을 분해하여 입도를 감소시켜 분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설비를 제작하였으며 증기의 온

도와 압력, 반응시간을 변수로 하여 성분조성에 따른 분

해현상을 고찰하였다. 과열 증기를 이용할 경우 생활폐

기물 내 유기 성분에 과열증기가 침투하여 빠른 속도로

세포벽을 파괴하여 성분간의 결합력을 약화시켜 작은

입도의 파쇄상으로 분쇄시키게 되며 이때 유해성 병원

균 등이 동시에 멸균되게 되고 건조 속도가 빨라져 단

시간내에 안정화된 생성물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생물

학적 처리에 비하여 생분해성 유기성 성분의 분리 및

안정화가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과열증기에 의하여 분해가 되

지 않는 금속성분, 플라스틱 등의 성분들이 원통의 회

전에 의한 중력방향의 낙하로 이러한 파쇄와 분해활동

을 활발하게 만들어 배출 시 일정한 성상을 갖게 하며

여러 단계의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불연물과

난분해성 유기 폐기물을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사한 연구가 sludge의 건조 및 연료화와 관련

되어 발표된 바 있으며6,7) 본 연구에서는 생활 폐기물

의 분리 및 선별을 목적으로 폐기물의 입도 감소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실험설비

본 연구의 실험설비는 길이 397 mm, 직경 400 mm

의 원통형 내압·내열 반응기(최대 15 kgf/cm2, 220oC)

로 STS 304로 제작되었으며 고온 고압의 증기 및 임

계상태의 물과 접촉이 용이하고 내부의 폐기물이 고르

게 분해될 수 있도록 회전이 가능하게 제작되었다. 반

응기의 회전은 별도의 제어장치에 의하여 조작되고 회

전수는 30 rpm까지 조정 가능하며 과열증기 상태를 유

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전열기를 설치하였다. 반응기의

내부에는 폐기물의 회전과 전후이동을 위하여 높이 60,

30 mm, 간격 120, 60 mm 나선형의 baffle을 폐기물

의 반응상태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반

응기 내부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내부에 온

도계와 외부에 표면온도계 그리고 반응기의 투입구에

압력계를 장착하였다. 

공급되는 증기는 별도로 제작된 전기스팀보일러(발생

압력 15 kgf/cm2, 24 kg/hr)에 의하여 공급되며 증기유

량계로 정량되고 콘트롤 밸브를 통하여 조절된다. 콘트

Fig. 1.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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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밸브는 용기의 압력계와 연결되어 지정된 압력을 유

지하며 증기를 공급하도록 작동되며 콘트롤 밸브의 후

단에 온도계를 설치하여 용기로 주입되는 증기의 온도

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제작하였다. Rotary

joint를 설치하여 용기의 회전 중에도 증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 실험방법

도시지역인 P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생활폐기물의 성

상을 기반으로 시료와 운전시간을 변수로 하여 실험이

수행되었다. Table 1에 P시의 폐기물의 분석 결과를 나

타내었다. 가연물 중 플라스틱류와 종이류가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차 시료는 사업장계 생활폐

기물로 종이류는 32.4%, 플라스틱류는 42.9%, 2차 시

료의 경우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 종이류는

17.5%, 플라스틱류는 58.0%를 차지하였다. 실험설비의

운전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반응기의 투

입구를 개방하여 시료를 투입한 후 투입구를 완전히 밀

폐하고 지정된 회전수를 설정하여 지정된 압력으로 제어

밸브를 설정하고 증기 보일러의 증기 공급 밸브를 열어

증기가 반응기내로 주입되도록 하였다. 반응기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폐기물의 원활한 혼합을 위하여 5

분 간격으로 용기의 회전방향을 전환하면서 실험을 수행

하고 운전 종료 후 제어 밸브의 압력을 0으로 설정한 다

음 보일러의 증기 공급 밸브를 닫고 반응기의 배출 밸브

를 개방하여 내부의 압력을 낮추었다. 반응기의 압력이

0에 도달하면 반응기의 투입구를 개방하여 반응된 시료

를 수거한 후 건조과정을 거쳐 입도를 분석 하였다. 실

험조건은 예비실험을 통하여 7 kgf/cm2(내부온도 약

147oC)로 결정되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수거된 생활 폐기물을 그대로 이

용하였으며 종이류와 플라스틱류의 경우 초기 시료의

입도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고자 Fig. 3과 같이 입도를

50 mm에 맞추어 절단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생활 폐

기물 내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종이류와 플라스틱

류를 이용하여 반응 시간에 따른 입도 분석을 수행하고

분해 효율 및 분해 특성을 살펴보고 생활폐기물을 투입

하여 60분동안 반응 시킨 후 입도 분포를 살펴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Fig. 4는 7 rpm, 7 kgf/cm2 (스팀 온도 147oC)이상

에서 절단된 종이류를 투입하여 60분동안 과열 증기 분

해 실험을 수행한 후 반응기내에 분해된 폐지를 나타낸

사진이다. 일부 반응기 내벽에 흡착되어 수증기와 반응

이 잘 이루어 지지 않은 일부 시료를 제외하고는 그림

과 같이 과열 증기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분해되어 입도

변화가 일어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2. Baffle in the lab-scale reactor (60 mm height×120

mm pitch).

Table 1. MSW analysis (P city)

Combustible Non-combustible

(%) Food Paper Plastic Textile Wood Rubber Others Total Glass
Soil/

Ceramic
Metal Others Total

1st 1.95 32.4 42.9 0.61 5.42 0.91 2.93 87.1 7.55 2.54 0.86 1.91 12.8

2nd 1.25 17.5 58.0 0.07 10.2 3.74 2.85 93.6 4.29 0.85 0.69 0.56 6.39

Proximate analysis LHV

(%) Moisture Combustible Ash (kcal/kg)

1st 23.06 56.08 20.86 3841.1

2nd 22.52 61.88 15.60 4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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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같은 조건하에서 종이류가 43%, 플라스틱류

가 57% 로 이루어진 시료를 반응기내에 투입했을 때

폐기물의 투입 전 모습과 과열 증기를 이용한 분해를

수행한 후 반응기내의 폐기물의 분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과 같이 종이류는 플라스틱류와 혼합된 상태

에서도 효과적으로 분해가 되어 낮은 입도의 생성물을

형성하였으며 전체 부피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플라스틱류는 완전히 분해가 되지 않고 형상을 유

지하고 있어 분해 생성물과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시료를 살펴보면 플라스틱은 투입 전 형상을 그대

로 유지하거나 Fig. 6(a)와 같이 열에 의해 일부 변형

되어 뭉쳐서 플라스틱 덩어리를 형성하였으며 종이류의

경우 Fig. 6(b)와 같이 분해되어 수분이 함유된 제지

pulp와 비슷한 형태의 생성물을 형성하였다. 

Fig. 7은 반응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입도 분포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입도 분포는 생성물의 건조 후 반응에

참여되지 않은 플라스틱을 수선별로 제거한 후 sieve 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Fig. 7(a)에 종이류를 23%, 플라

스틱류 77%를 포함한 시료의 생성물의 입도 분포를

Fig. 7(b)에 종이류 43%, 플라스틱류 57%를 포함한 시

료의 생성물의 입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초기 반응 시

간 15분에서 생성물의 입도 분포를 살펴보면 생분해성

유기물을 적게 포함한 (a)의 경우 짧은 반응 시간에도

쉽게 분해되어 20 mm 이하의 생성물의 비율이 (b)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30분에서는 50 mm 이상의 입

자가 6%이하로 줄어들어 대부분의 시료가 분해되어 그

이후의 반응시간의 증가가 입도 변화에 큰 영향을 나타

내지 않았다. (b)의 경우 반응시간의 증가에 따라 생분

해성 유기 성분의 분해가 증가되어 20 mm 이하의 반

응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반응시간 60분의 경우에는

50% 가까이 배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작은 입자들은

대부분 생분해성 유기 성분이 분해되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는 플라스틱류도 열에 의해 변형되어 입

도가 감소된 것이 포함된 것으로 예상된다. 

Fig. 8은 반응 시간에 따라 전체 투입량에서 입도 감

Fig. 3. Cut sample of paper and plastic (50 mm).

Fig. 4. Final product (paper).

Fig. 5. Feeding sample(a) and final product(b) of paper and plastic mi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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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일어난 생성물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생분

해성 유기 성분이 많은 경우인 종이류가 43% 함유된

경우 반응 시간이 증가할수록 반응 시간이 15분일 때

50% 이하의 입도감소율에서 반응 시간이 60분일 때

90%까지 입도감소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

내었으며7) 23% 함유된 경우에는 반응 시간이 상대적

으로 짧은 15분에도 생분해성 유기 성분의 분해를 통

한 입도감소가 90% 이상 이루어져 그 이후에는 반응

시간의 영향을 크게 나타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60분간 반응을 시켰을 때에는 43%의 종이류를 포함한

시료의 경우에도 90% 가량의 분해율을 나타내었다. 

Fig. 9은 43%의 종이류를 포함한 시료의 반응 시간

60분 후 생성물을 105oC의 오븐에 넣고 시간변화에 따

Fig. 6. Final product (a: plastic, b:paper).

Fig. 8. Effect of operation time on desizing.

Fig. 7. Effect of operation time on product size distribution(a: paper 47%; b: paper 23%).

Fig. 9. Drying characteristics of final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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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건조 특성을 살펴본 본 것으로 초기 생성물의 수분

함량은 약 43%이며 5시간 후 완전 건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실제 수거된 생활 폐기물을 투입하여 반응 후

폐기물의 성상변화를 고찰하였다. Fig. 10은 수거된 생활

폐기물과 그 폐기물을 투입하였을 때 반응기의 모습을 나

타낸 것이다.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의 내용물을 사전

선별이나 전처리 없이 종량제 봉투와 함께 투입하였다.

Fig. 11에 반응이 완료된 후 반응기 내부와 분해 생

성물을 나타내었다. Fig. 11(a)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부

피 및 입도의 감소가 육안으로도 현저히 확인할 수 있

었다. Fig. 11(b)에서 생활폐기물 중에 포함된 불연성

성분들(자기류, 금속류)은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며 배출

되었고 비닐 및 플라스틱류는 열에 의에 압착되거나 용

융되어 타원형의 덩어리 형태로 변화 되어 배출되었다.

생분해성 유기 성분들(음식물류, 종이류)은 분해된 후

응축수와 혼합되어 점성이 없는 pulp와 같은 형태로 배

출되었다. 이와 같이 반응 후 배출된 생성물은 screen

선별을 통하여 생분해성 유기 성분과 석유계 유기성 성

분인 플라스틱 및 불연성 성분이 용이하게 선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12는 생활폐기물을 반응 시킨 후 생성물의 입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생성물에서 20 mm이하의 입자

가 6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은 입자는 분해

된 생분해성 유기물 및 흙과 같은 불연물 등으로 큰

입자는 Fig. 11(b)와 같이 나무젓가락, 봉투류, 플라스틱

융착물, 섬유류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Fig. 11. Final product (MSW).

Fig. 10. MSW sample(a) and reactor after feeding(b).

Fig. 12. Size distribution of final product(M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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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과열 증기를 이용하여 종이류 및 플라스틱류의 분해

를 수행한 결과 종이류와 같은 생분해성 유기 성분은

쉽게 분해되어 90%이상 입도 감소율을 나타내었으며

플라스틱류의 경우 분해되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하여

쉽게 분리가 가능한 형태의 생성물을 형성하였다. 반응

시간이 증가할수록 생분해성 유기성 성분의 분해를 통

한 입도 감소율이 증가하였으며 생분해성 유기 성분의

비율이 작을수록 분해가 더 짧은 반응시간에도 쉽게 일

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활 폐기물 중 종이류

와 음식류와 같은 생분해성 유기 성분은 쉽게 분해되어

20 mm이하의 입자가 6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작

은 입자는 분해된 유기물 및 흙과 같은 불연물로, 큰

입자는 나무젓가락, 봉투류, 플라스틱 융착물, 섬유류 등

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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