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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폐기물소각설비의 발전용 용수처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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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중소형 폐기물소각설비의 저압 저질의 포화증기를 이용한 폐열발전용 용수처리에 관한 연
구를 수행 하 다. 기존 소각설비에 적용된 강산성 이온교환수지형 연수기에 역삼투압 멤브레인 처리와
강염기성 이온교환수지형 용수처리를 연결하여 보일러 용수를 처리한 결과, KS B6209의 30 kg/cm2 증기
압력의 보일러 용수기준에는 적합하 고, 증기의 비체적으로 증기 농도로 환산하면. 역삼투압법처리에 
의한 방법보다는 강염기성이온교환수지형  용수처리를 연계 처리한 결과가 중소형폐기물소각설비의 저
압증기터빈발전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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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여기일일소각용량 10톤-100톤 용량급의 중소
형 폐기물 소각설비에서 연소가스의 후단 방지시
설의 부하를 줄이기기 위하여 연소가스를 약 
1000도에서 180도까지 냉각한다. 이때 냉각을 위
해 폐열보일러를  사용하며, 그 형식은 수관식 또
는 로통 연관식보일러를 사용한다. 폐열보일러에
서 배출되는 증기는 포화증기로서, 압력은 
1.0-7.0 kg/㎠이며, 소각용량에 따른 증기배출량
은 스팀0.1-0.2톤/폐기물 톤 정도이다. 현재, 가
스냉각설비로서 폐열보일러를 이용하는 만큼, 열 
이용적인 측면에서는 동절기에 약간의 난방용 증
기로 이용하거나, 폐기물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
는데 사용하나, 그 사용량은 전체 발생증기량의 
10%내외에 불과하며, 대부분 증기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여 증기를 강제 
응축 복수하여 보일러수로 재사용을 한다. 즉, 
국내 일일 소각용량 10 - 100톤 규모의 산업/생활
계 폐기물 소각설비가 약 500여기 설치 가동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며,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에너지로 환산하면, 
약 2,000톤/일 중유의 열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
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년 간 70만TOE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이러한 배출 증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보일러 급수 처리의 부 적절성 및  폐증기의 
상태 불량 때문에 증기 활용에 따른 경제성이 부
족한 것이었으나, 보일러 급수 질의 개선 및  폐

증기의 적절한 기수분리, 정압유지 등 사전 처리
를 하여 약 4.0~9.0 kg/㎠의 증기를 이용하여 배
압식 증기터빈발전을 하고 발전 후 1.0~4.0 kg/㎠
의  배기 증기를 이용하여 온수생산, 난방 등을 
한다면 저질 저압증기의 경제성을 확보 할 수 있
는 것으로 판단되다.   본 연구는 소규모 저압 증
기터빈발전(Micro Steam Turbine Generator)을 위
하여 중소형 폐기물소각설비의 폐열보일러 용수에 
관한 연구로서 현재 보일러 의 수 처리에 관한 최
적의 처리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실험대상 및 용수이용 현황

2.1.1 실험 대상 시설

 실험대상은 전국 12개 중소형 생활폐기물 소
각시설로서 소각용량은 20~50톤/일 규모로서 증기 
생산량은 3.0~7.0톤/시간이다. 보일러 원수는 지
하수 및 상수로서 전부 연수처리를 하며 그 기준
은 KS B6209 10 kg/cm2의 용수 처리 기준1)을 적용
한 설비이다. 

1) (주)이투엔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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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1 은 실험 대상소각시설로서 보일러 
사용 원수 및 처리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보일러 
용수는 계곡수 , 지하수, 상수 등을 연수 처리하
여 사용하 으며 생산되는 증기는 대기 중으로 전
량 배출하거나, 전기를 이용하여 응축복수 처리하
여 보일러 용수로 재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실험대상 소각시설의 용수 및 증기 현황

보일러 용수는 계곡수 , 지하수, 상수 등을 연
수 처리하여 사용하 으며 생산되는 증기는 대기 
중으로 전량 배출하거나, 전기를 이용하여 응축복
수 처리하여 보일러 용수로 재사용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2.1.2 용수의 분석

실험대상시설에서 시료는 원수, 연수 및 보일
러 응축수를 6개월에 걸쳐 각기 시료 3개씩을 분
석하 다. 분석방법은 표2 의 방법으로 수행하
다.

Table 2  보일러 용수의 분석 방법

보일러 원수 및 연수처리를 한 보일러 용수는 
크게 지하수와 상수로 분류하 으며 12개 대상시
설 중 10개 시설을  대상으로 분석하 다. 분석결
과를 KS B6209 10 kg/cm2이하의 보일러요수기준과 
비교하면 경도 및 용존산소가 초과하 음을 볼 수 
있었다. 표 3 은 보일러 원수의 분석표이다.

원수를 연수처리하여 보일러에 급수되는 수질
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의 연수 수질분석표와 같으
며 연수처리는 강산성 이온교환수지형 연수설비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된 시
료의 분석치중 1개의 시료 중 M알칼리도가 높게 
나왔을 뿐 나머지 시료는 KS B 6209 10 kg/cm2이
하의 보일러 요수기준에 적합한 용수로 판명이 되
었다. 

     Table 3  보일러 원수의 분석 
 Table 4  보일러 연수의 분석 

또한,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증기배관 중의 증

기분배관에서 인출한 응축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보일러, 증기배관 등 증기계통에서의 이물질이 생
성 , 이탈 또는 응축된 결과로 철(Fe)1,220 mg/l 
, 이산화규소(SiO2) 1.78 mg/l , Na 및 Ca 등이 
높게 나타났다. 

2.2.발전용 용수의 기준

  발전용 용수의 기준으로 보면 증기의 압력에 
따라 고압, 중앚 저압터빈으로 분류가 되며 주요 
증기 질에 관한 사항은 여러 외국 및 국제기관이 
증기 질에 관한 기준치를 따로 정하고 있다.2,3) 다
음의 표 5는 각 국이 정하는 기준으로 국내의 기
준은 주로 미국과 일본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나 
, 여러 기준들이 준용되고 있다. 특히, 각 항목 
중 전기전도율과 실리카는 엄격히 정하여 있는데 
이는 증기터빈의 부착물 농도에 관한 사항으로 그
림 1 으로 표시되었다.2)  증기터빈의 스케일 부착 
패턴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증기의 비용적에 따
른 터빈의 석출물, 부착물의 주성분이 상이하
다.2,7) 당 연구에서 적용되는 저압의 증기터빈의 
경우, SO4, Ca, PO4보다는 Si, Cu등 특히 Si에 의
한 스케일의 부착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리카(Si)는 부식인자는 아니지만 터빈 블레이드 
및 축부에 부착하여 효율의 저하 요인이 되며, 이
는 진동, 소음의 원인이 된다. 또한, Na, Cl 등에 
의하여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여 터빈의 손상이 
되는 주요한 인자이다.2)

본 연구에 있어서 적용한 기준은 독일보일러 
제작협회(VGB)가 정한 기준으로 주로 터빈의 스케
일 부착에 주요한 인자인 실리카, 전기 전도 율, 
철, 구리 등을 저압증기터빈발전의 증기 질 조건
으로 하는 용수 처리를 실험한다.4) 또한 국내 중
형소각설비의 보일러에서 채취한 증기를 응축하여 
분석한 결과는 증기터빈발전에 전 항목이 부적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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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여러기관 및 국가의 증기 질 기준

* OT  : 산소처리, AVT : 휘발성물질 처리, 
      PT  : 인산염 처리, T  : 저수산화나트륨처리 
**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층을 통과한 후의 전기 전도율

또한 국내 중형소각설비의 보일러에서 채취한 
증기를 응축하여 분석한 결과는 증기터빈발전에 
전 항목이 부적합하 다. 따라서, 저압증기터빈발
전을 위하여서는 순수 및 초 순수 처리를 하여 
VGB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수의 처리가 필요하다. 
다음의 표 6은 국내 12개 중소형소각장에서 배출
되는 증기를 응축시켜 분석한 결과로, 증기의 비
체적으로 환산하여 농도를 산출하 다.

Table 6  VGB 대비 증기 분석치 배교표

2.3.실험 설비
  실험 대상설비는 일일 30톤 소각처리시설로

서 보일러의 용량은 5.0톤/시간이다.  현재 보일
러 용수처리는 이온교환수지형 연수기를 이용하여 
보일러 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준은 KS 
B6209 10 kg/cm2이하 의 기준에 적합하며 증기는 
전량 대기 중으로 배출시키는 시설이다. 연수처리
시설은 단순연화시설로서 단탑형으로 Na형 강산성
이온교환수지로 처리하는 설비이다.

  본 실험 실험에서 제거대상 물질은 실리카, 
철,나트륨 및 칼슘 등이며 4,5)실험대상 기술은 이
논교환수지법, 역삼투압법, 전기투석, 증발 등에
서 중소형 폐기물 소각설비의 경제성, 기술성, 유
지 관리성을 고려하여 교환수지법 및 역삼투압 멤
브레인방법으로 선정하여 실험을 하 다.

.2.3.1 역삼투압법에 의한 실험
 기존의 연수기에 역투압멤브레인을 연결하여 

보일러 용수를 처리하여 순수를 제조하는 실험장
비로서 적용된 멤브레인은 미국산 Filmtec사 저압
용 HTC필터를 연결한 시스템으로 처리압력은 보일
러 연수 공급펌프의 4.0 kg/cm2으로 용수를 공급
하 다. 다음 그림 2 은 기존 연수기에 멤브레인
을 연결한 실험 공정이며 그림안의 설비는 실험설
비이다.          

보일러 용수에서 주 제거대상물질은 Fe, Ca, 
Na, SiO2 및 유기물 등으로서 강산성 양이온교환
수지형(Na형)의 기존 연수설비와 직렬로 계획을 

Fig. 2  역삼투압 실험 공정

하 고, 연수급수탱크를 거쳐 별도의 순수제조
용 펌프(0.5 m3/H * 100mH)를 통하여 멤브레인으
로 유입하게 하 다. 멤브레인의 처리용량은 0.3 
GPH로서 물 회수율은 90%이상의 필터이다.5,6) 

2.3.3 이온교환수지에 의한 실험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형(Na형)의 기존 연수

설비에 강염기성이온교환수지형 연수기를 직렬로 
연결하여 보일러 용수를 처리하는 공정으로 기존
의 연수기용 공급펌프를 이용하여 실험 설비에 용
수를 공급하엿다. 주 제거 대상 물질은 Fe ,Ca, 
Na  유기물  미립자 등으로 처리용량은 0.3 
m3/H이고 공 압력은 4.0 kg/cm2이다. 처리수의 
pH조 은 7.5~8.5로 계획하 다 .다음의 그림 3은 
이온교환수지형 실험 공정이며 그림안의 설비는 
실험설비이다.

Fig. 2  이온교환수지 실험 공정

3.  결과 및 고찰

3.1 역삼투압에 의한 실험 결과

   본 실험에 대한 결과는 첫째 보일러 용수로
서 KS B6209에 적합한 수질 둘째, 연속적인 증기
터빈을 구동하기 위한 증기 질 조건으로 독일보일
러제작협회(VGB)가 제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를 실험하 다. 실험 분서 결과로서 처리 용수의 
분석 결과 치는  표 7 이다. 

Table 7 역삼투압에 의한 처리수 분석

KS B6209의 증기압력 10~50 kg/cm2 기준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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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 항복을 비교하 을 경우 기준치 이내로 
결과가 나타났다. 일부 시료 중에는 석화암층을 
기반으로 하여 용수를 취수하는 D군의 경우는 제
외하 다. 또한, 처리수를 증기의 압력에 따른 비
체적을 이용하여 증기로 환산한 농도로 VGB기준과 
비교를 한 것이 표 8 이다.

본 분석에 의하면, 실리카와 나트륨의 경우, 
VGB의 터빈의 연속가동 기준치를 초과하여 특히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나트륨의 경우가 높게 나타난 것은 기존연수기의 
연화 역세를 위하여 염화나트륨을 사용할 때, 완
전한 세척이 안되여 처리 설비에 나트륨이 혼입된 
결과로 예측할 수가 있었다. 

Table 8 역삼투압에 의한 증기환산 분석 비교

 3.2 이온교환수지에 의한 실험 결과
   이온교환수지에 의하여 실험한 결과는 역삼

투압에 의한 실험 결과 치보다는 다소간 높게 나
타났으나, KS B6209기준에 전 항목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설비의 특성상 전증발잔유물이 약 
2배 이상 높아, 그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높게 나
타났다. 실리카의 경우, 역삼투압처리의 경우 거
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온교환수지에 의한 처리
에서는 0.02~0.06 mg/l로 분석되었다. 다음은 이
온교환수지에 의한 처리수의  분석 치이다.

Table 9 이온교환수지에 의한 처리수 분석 

역삼투압처리에 의한 동일한 환산방법으로 증
기로 농도를 비교하 을 경우는 표 10과 같다. 분
석치에 의하면 지하수를 처리 하 을 경우 실리카
만 VGB기준을 초과 하 다. 나머지 항목들은 거의 
VGB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이온교환수지에 의한 증기환산 분석

4.  결  론

 중소형 폐기물 소각설비에 저압용 증기터빈을 
적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일러 용수 및 터빈의 
연속가동조건의 증기 질 조건에 적합한 용수 처리
방법을 역삼투압법과 이온교환수지법으로 하여 용
수를 처리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강산성 이온 교환수지형 기존연수기에  
R/O(HTC)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기존 설비를 이용
할 경우, 용수 공급 압력(4 bar 이상)이 요구수치
(20 bar이상) 보다 낮은 압력으로 처리하여 수질
의 경우, KS B6209 보일러 용수(20-30 kg/cm2)에 
적합하 으나, 증기로 환산하면 실리카, Na,     
 Ca 등 이  VGB 기준에 미달하 다. 또한, 물 회
수율(이용율)이 멤브레인 사양인 90%보다 적은 
40%미만으로 경제성이 없었다.

 2. 기존 강산성 이온교환형 연수기에 강염기
성 음이온 교환수지 방식을 적용한 결과,  KS 
B6209보일러 용수 20-30 kg/cm2 이하  기준에 적
합하 고, 증기 비체적으로 환산하여 농도로 환산
하면 지하수의 시료에서 실리카가 다소 높게 나왔
으나, 전반적으로 목표수치인  VGB기준을 충족되
었다.

 3. 따라서, 중소형소각설비의 폐열발전을 위
한 발전 용수처리시스템은 강산성 이온 교환수지
형 기존 연수기에 강염기성 음이온 교환수지형식
의 연수기를 연결하여 용수를 처리하는 것이 실리
카, 나트륨, 칼슘 등을 고려한  저압증기터빈발전
에 적합한 처리방법이다.
 .실험대상은 전국 12개 중소형 생활폐기물 소

각시설로서 소각용량은 20~50톤/일 규모로서 증기 
생산량은 3.0~7.0톤/시간이다. 보일러 원수는 지
하수 및 상수로서 전부 연수처리를 하며 그 기준
은 KS B6209 10 kg/cm2의 용수 처리 기준을 적용
한 설비 다.

후 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
너지센타의 기술개발과제“ 중소형폐기물소각설비
의 폐열발전기술개발”의 연구개발 일환으로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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