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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국내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가연성 알파폐기물을 산소 소각공정에서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물질 및 열 수지로부터 소각 

배기체 발생량 및 조성을 예측하고 일반 공기소각과 비교하 다.  원전연

료를 제조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우라늄 함유 가연성 폐기물을 대상으로 

산소 소각공정 내에서 일어나는 연소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실 규모의 

산소 소각공정을 설계, 제작, 설치하고 운전하 다.  산화제로 산소만을 사

용하여 소각할 경우 공기를 이용하는 일반 공기소각에 비해 이론적으로 

배기체 발생량을 1/7이하로 줄일 수 있다.  더하여, 방사성 알파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국내외 소각 및 용융처리 공정의 기술동향과 소각시설의 

설계, 건설, 운 에 관련된 국내외 규정과 지침 등을 검토하 으며, 국내 

소각관련 규정과 산소버너 및 산소 소각공정의 운전/유지 지침서를 부록

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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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s a part of development of a treatment technology for burnable 

alpha-bearing (or -contaminated) wastes using an oxygen incineration 

process, which would be expected to produce in Korea, the off-gas 

volume and compositions were estimated from mass and heat balance,  

and then compared to those of a general air incineration process.  A 

laboratory-scale oxygen incineration process, to investigate a behavior 

on combustion within the oxygen-incineration chamber with 

U-contained burnable wastes from nuclear fuel fabrication facility, was 

designed,  constructed, and then operated.  The use of oxygen instead 

of air in incineration would result in reduction of off-gas product 

below one seventh theoretically.  In addition, the trends on incineration 

and melting processes to treat the radioactive alpha-contaminated 

wastes, and the regulations and guide lines, related to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incineration process,  were reviewed.  

Finally, the domestic regulations related incineration, and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s for oxy-fuel burner and oxygen incineration 

process were shown in appendi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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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가연성 알파폐기물 처리 기술

제 1 절    서  론

방사성폐기물의 처리기술에는 절단, 분쇄, 압축, 소각, 용융 등이 있으며 

특히 부피감소율이 높은 소각 등의 열처리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최종 처분

을 위한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여러 국가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온(1300℃이상)의 플라즈마 또는 

유도용융을 이용하여 불연성물질(금속, 유리, 콘크리트 등)을 포함한 다양

한 종류의 물질의 처리가 가능하고 고온에서 소각 및 용융되어 처분이 용

이한 결정화/유리화물질을 배출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 선진국인 프랑스 및 독일,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알파폐기물의 

소각처리를 통해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고 처리후 부산물인 소각재 등에서 

플루토늄(Pu) 및 우라늄(U)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설비를 개발하고 운

 중에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부분의 고준위 및 알파폐기

물은 압축/고화를 통해 차후의 처리를 위해 중간저장하고 있으며 저장시

설이 포화상태에 달해 적절한 방식의 폐기물처리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

다.  국내에서는 이미 β/γ소각로를 개발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를 

얻은 상태이지만 알파폐기물의 경우 그 취급과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

야 하며 설계 및 운전단계에서도 작업자 및 환경에 대한 방사선 안전등에 

대한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알파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방식

의 선정에 있어서 이러한 개념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운 진의 운전

경험에 익숙한 방식의 로형, 많은 기술적 축적이 이루어진 방식, 유지 보

수가 용이한 단순한 형태 등이 방사성폐기물 소각로의 선정 시 요구되어

진다.  또한, 이러한 기술의 적용에는 폐기물의 처리목적이 부피감소를 통

한 처분에 있는지 또는  특정 핵종의 회수에 있는지, 아니면 두 가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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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소각방식과 소각

재의 처리방식에 큰 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여기서는 알파폐기물 소각로의 개발을 위해 프랑스, 미국, 독일 등의 원

자력 선진국의 알파폐기물 처리시설의 개발 및 운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함으로 알파폐기물 소각처리의 개념 확립에 반 하고자 한다.

제 2 절   알파폐기물 소각기술 동향

1. 미국

가. 공기제어형 소각로[1, 2]

Los Alamos Scientific Laboratory(LASL)에서는 알파폐기물의 처

리를 위해 1973년부터 초우라늄 원소(transuranic; TRU)를 대상으로 개발

에 착수하 으며 공기제어형 소각로 (Controlled Air Incineration; CAI)를 

이용하여 가연성물질인 종이류, 천조각, PE, PVC를 대상으로 혼합물과 단

일성분으로 45-200 kg/h 용량으로 실험하 다.  CAI소각로는 전형적인 2

중 연소실 형식으로 1차 연소실에 폐기물과 이론적인 소요공기가 주입되

며 미연소된 휘발성분과 일부 입자상물질은 2차 연소실로 이동하여 과량

의 공기와 함께 완전 연소하게 된다.

운전온도는 1차 연소실이 870℃, 2차 연소실이 1100℃정도이다.  연소효

율을 높이기 위해 스팀을 주입하여 탄소의 산화력을 증진시켰다.  폐기물

은 플라스틱 백에 봉되어 Card Board 상자로 CAI 폐기물 주입장치에 

운반되고 폐기물의 방사성 함량을 평가하기 위해 Multiple-Energy 

Gamma Assay System (MEGAS)를 개발하여 10nCi/g를 기준하여 저준

위 및 TRU로 분류하 다.

배기체 중에는 입자상 물질과 고무 또는 플라스틱이 연소되면서 배출되

는 산성물질이 있으며 이러한 오염물질과 핵종의 제거를 위해 급속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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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quench tower), 고효율 Ventury Scrubber, 충진 흡수탑, 응축기, 미스

트 제거장치, 재가열 히터, HEPA필터, I.D fan으로 구성된 배기체 처리장

치가 있다.  소각재 배출장치는 CAI의 1차 연소실에 위치한 중력배출장치 

(gravity ash dropout system; GADOS)와 정전시 각 연소실에 사용하는 

감압배출장치 (vacuum ash removal system)가 있다.  예비설비로는 정전

을 대비한 발전기와 검댕과 타르에 의해 배기체 처리 장치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 냉각장치 등이 있다.  CAI의 개발과 실증을 위해 비

방사성 물질을 대상으로 한 Phase I (비방사성 실험)과 방사성 물질을 대

상한 Phase Ⅱ (방사성 실험)를 실시하 다.  Phase Ⅱ의 실험결과는 소

각 대상물질로는 LASL의 Pu 가공설비에서 배출되는 실험실 폐기물을 사

용하 다.  폐기물의 전체 부피 3.7m3으로 무게는 약 215kg 정도 으며 

폐기물의 소각 시에 방사성물질의 오염과 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으며 

재의 무게는 7.3kg, 부피는 약 0.03m3으로 무게와 부피 감소율은 각각 

26:1과 120:1이었다.

나. SRL 소각설비[3]

Savannah River Plant에서 고형 TRU 폐기물의 소각을 통해 부피

감소와 방사성 폐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연구되

었으며 5kg/h 용량으로 공기제어형 소각로이다.  10 nCi/g 이상의 방사성

을 갖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 고 실험에 적용된 가연성 TUR 폐기물의 

구성은 셀룰로스계 (cotton pads, clothing, paper, cardboard 등), 플라스틱

(PE, PP, PVC 등), 고무류(latex, neoprene 등)이다.  주입된 모의 폐기물

의 구성은 cellulose 31%, PVC 27%, PE, 21%, Latex 21%이며 주요핵종

은 Pu239와 Pu238, 그밖에 Np237, Am241, Pu242, Am
243, Cm244, Cf252이다.  폐

기물은 포장물 형태로 자동 주입되고 폐기물 투입구는 2중 공기차단 구조

로 되어있다.  1차 연소실로 투입된 폐기물은 약 700-900℃에서 반건류 

상태로 되며 증기와 당량 공기 이하의 연소공기가 주입된다.  열분해된 가

스는 2차 연소실에서 과잉공기와 함께 완전 연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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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를 주입하는 이유는 1차 연소실의 온도를 조절하여 폐기물내의 탄

소성분과의 흡열반응을 유지하여 소각재 내부의 탄소함유량을 낮추기 위

해서이다.  실제로 증기를 주입하지 않을 경우 소각재 내의 탄소함량은 

28%이었으며 증기를 주입 할 경우 탄소의 함량은 5% 정도이었다.  소각

로 내의 스팀과 탄소의 반응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 +  H2O ↔ CO + H2

2C + 2H2O ↔ CO + CH4

C + 2H2O ↔ CO2 + 2H2

습식세정 계통은 벤튜리 냉각세정기 (InconelⓇ625 재질의 jet venturi), 

합성섬유층 세정기, 충진층 중화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정액은 배기

가스를 냉각시키고 HCl (24 wt%)을 흡수하며 Na2CO3를 이용하여 세정액

을  중화시킨다.

다. 유동층 소각로[4]

Rocky Flats Plant(RFP)에서는 TRU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소각방

법으로 유동층 소각로를 개발하 고 9 kg/h의 Pilot plant에서 82kg/h로 

scale up하 다.  

공정 중 첫 번째 단계는 폐기물의 무게 측정 및 방사성 준위에 따라 폐

기물의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드럼에 포장된 플라스틱 백은 로

브 박스 내에 투입되고 개봉하여 손으로 선별하며 1차 분쇄된다.  분쇄된 

폐기물은 공기 선별기에서 불연물이 제거되고 2차 분쇄기로 이송되어 

1-2cm로 잘게 분쇄된다.  분쇄된 폐기물은 유동층 내로 Screw feeder로 

이송되며 유동입자는 500-1000㎛크기의 탄산나트륨이다.  이때 PVC, 

Tributyl phosphate, 황화합물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산성가스는 중화되

어 나트륨염을 형성하게 된다. 

유동층에서 나오는 배기체는 사이클론을 거처 재가 분류되고 2차 유동

층인 후연소실로 이송되어 완전 연소하게 된다.  2차 유동층을 통과한 배

기체는 2차 사이클론에 유입되어 입자상 물질을 제거하고 금속여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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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filter)와 HEPA 필터에 의해 세정된다. 

투입되는 폐기물의 조성의 변화는 드럼 내 폐기물의 조성에 따라 다양

하나 대표적인 조성은 Latex(16%), Paper(50.3%), PVC(3.7%), PE(8.3%), 

Polyurethane(0.5%), Cloth(9%), Leather(0.5%), Wood(5.5%), Water(6.5%)

이었다.

본 유동층소각로의 장점으로는 PVC와 같은 물질의 연소 시 생성되는 

산성가스를 로 내의 유동물질에 의해 중화시킬 수 있고, 배출물이 건조상

태의 재이며 낮은 온도에서 촉매 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 독일

가. 열분해[5]

핵연료 제조공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조성은 PVC (50%), 종이

(20%), 고무 (15%), 플라스틱 (15%)이며 폐기물의 부피감소와 재로부터 

플루토늄을 회수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폐기물의 처리용량은 25-50kg/h 

(Pilot Plant)이며 1980년부터 실험을 실시하 다.  액상폐기물은 주로 폐

용제이며 그 발생량은 1400 t/a(250m3)이며 유동 모래층을 이용하여 처리

하 다.  열가수분해 (Pyrohydrolysis)는 약 800℃에서 분쇄된 폐기물과 

증기를 반응시키는 방법으로 소각에 비해 3배 정도의 증기가 필요하다.  

소각로의 구조는 Ring-slab reactor로서 2중 구조의 원뿔형 소각로로 

Ring space의 직경은 12cm로 연소반응 구역이며 내부 실린더는 분당 1-3

회씩 회전하게 된다.  외부 실린더의 직경은 1m이며 폐기물은 램피더 

(ram-feeder)에 의해 접선방향으로 위쪽에서 투입된다.  운전공정은 먼저 

폐기물을 약 2cm로 분쇄하여 Feed hopper로 이송한다. 로 내의 온도가 

800℃가 되었을 때 폐기물을 투입하며 소각로의 상부로부터 1/3 지점에서

는 열 크래킹이 일어나며 2/3 지점에서는 열가수분해 반응이 이루어진다.  

scraper의 회전에 의해 탄화된 조각들이 분쇄되며 3/3지점에서 증기와 반

응한다.  반응시간은 약 10시간 정도이며 탄소가 없는 재(carbon free 

ash)를 배출하게 된다.  배기체 처리설비는 벤튜리 세정기를 이용하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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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물질의 제거하고 NaOH용액을 사용하여 산성가스를 중화처리 한다.

3. 프랑스 

가. Cadarache 소각설비[6]

CEN-Cadarache로부터 발생되는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위

해 1960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  소각로의 용량은 20-25kg/h이며 투입

되는 폐기물의 조성은 PVC (35%), PE (20%), Latex (20%), Cotton 

(20%), Wood and Other (5%)이다.  소각설비의 구성은 크게 폐기물 전처

리설비, 연소설비, 재 및 배기체 처리설비로 구성된다.  폐기물 투입부는 

Air-lock, 회전문식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분쇄시켜 스크류 컨베이어를 이

용하여 로내로 이송시킨다.  수직형의 소각로 내부는 세라믹 격자로 분리

되어 아래쪽은 재가 반출될 수 있는 구조이다.  위쪽의 소각로의 체적은 

2m3로 4개의 노즐에서 분사되는 고속의 연소공기가 유입되어 연소 시 난

류도를 높여주고 보조연료로 프로판가스가 사용된다.  소각로의 배출가스 

세정을 위해 공기희석을 통해 150-160℃로 냉각시켜 HEPA filter로 세정

하며 2차 공기희석을 통해 배기체의 온도를 60℃이하로 유지시켜 산성기

체의 중화를 위한 세정기로 유입시킨다.  소각재 처리설비의 용량은 600L

로 외부는 이중 냉각 자켓의 구조로 소각재를 냉각시켜주고 내부는 이중 

구조의 스크류 컨베이어로 일정량의 재를 아래쪽의 포장 Glove box로 투

입시킨다.  

실험결과 감용률 80, 감중률 35이었고 재의 방사선량은 β/γ의 경우 5

×10-8 Ci/g (60%가 Co-60, Cs-137), α의 경우 4×10-9 Ci/g (80%이상이 

Pu와 Am)이었다. 비산재의 경우 β/γ는 1.3×10-8 Ci/g, α는 1.7×10-10 

Ci/g 이었다.  소각로의 운  중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수되는 폐기물의 

조성이 균질하지 않다는 것과 미연소 물질에 의한 필터의 막힘 현상으로 

HEPA필터 전에 예비필터가 필요하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온 캔들형 필터(CEA-SGN incinerator)가 개발되었고 연소 시 생성되는 

연무(fume)는 이 필터에 붙어 연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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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가. PNC 소각로[6]

일본의 PNC 소각로는 프랑스에서 개발되었으며 1975년에 건설되었

다.  처음 이 설비는 β/γ폐기물을 대상으로 하 으나 α폐기물의 소각에 

적용하기 위해 시설의 개선을 통해 1982년부터 알파폐기물의 소각을 시작

하 다.  주요 개선사항은 2중 케이스 소각로 설치와 후연소 설비의 교체

이다.  소각용량은 20kg/h이고 1일 처리용량은 고형폐기물 20-30kg [(약 

2드럼, 1드럼= 208L(2kg×18L cardboard)]이며 액상폐기물은 6L이다.  폐

기물의 조성은 종이/넝마 (50%), 플라스틱 (45%), 고무 (15%)이며 산소화

를 위해 Neoprene과 PVC는 제외하었다.  감용비 50-80, 감중비 20정도이

며  α핵종의 배출 방사성량은 2×10-14μCi/g (8일평균/3개월)이었다.  배

기체는 HEPA 필터를 거친 후 제염계수의 상승과 안전성을 위해 세정을 

실시하 다.  연간 처리되는 폐기물은 100-150드럼 (1드럼 208L)정도이며 

운전 시 문제점은 노브의 걸림 현상과 세정설비의 부식문제이었다.

나. JAERI 소각로[6]

OARAI에 설치된 JAERI 소각로의 연구와 제작은 프랑스에서 이루

어졌으며 1977년에 건설되었다.  처음 2년간은 소각로의 운  기술습득을 

위해 몇 차례의 시험소각이 실시되었으며 그 후에 β/γ폐기물과 일부의 

α폐기물을 대상으로 3 h/day, 2 day/week, 소각용량 16 kg/h로 소각시험

이 실시되었다.  일본에서는 원자력산업에서 PVC의 사용을 금지하여 폐

기물에 PVC는 제외되었고 배기체를 세정하지 않고 배출될 수 있었다.  

방사선은 α핵종의 경우 1 mCi/card box 이하이며 50 mrem/h를 초과하

지 않았고 시설의 운  중 문제점은 종이만을 소각하 을 때 종이의 특성

상 소각 후에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입자상물질과 함께 이동되어 1차 연

소실 상부의 격자를 막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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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알파폐기물 용융처리 기술 

1. 일본의 Plasma induction hybrid melter

일본 원자력 연구소(JAERI)에서는 폐기물의 용융특성의 파악, 용융공

정 중 방사성 핵종의 거동특성 파악, 차후 재활용되거나 최종 처분될 용융

물의 특성 및 핵종의 분포특성과 설비의 운전기술의 습득을 위해 금속폐

기물과 기타 폐기물에 대한 용융실험을 수행하 다.  Plasma induction 

hybrid melter를 개발하여 1997년부터 시험가동 되었고 1998년부터 방사

성핵종을 포함한 모의 폐기물 실험을 실시하 다[7].

전체공정은 크게 용융로 및 몰드, 호퍼, 원격 로봇계통이 있는 연소실로 

구성되며 플라즈마 토치는 로봇장치 부분에 붙어 운전의 편리성을 제공하

다.  배기체 처리설비는 로 내의 가스와 연소실 내의 가스로 분리하여 

처리하 다.  로 내의 가스는 2차 연소 및 냉각, 여과, 세정을 통해 굴뚝으

로 배출되며 연소실 내의 가스는 운전 중 발생한 분진을 포집한다.  실험

에 사용된 모의 폐기물의 조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실험에 사용된 모의폐기물 조성

(wt %)

Metal
carbon-steel, stainless-steel,

aluminum
50-90

Inorganics
concrete, glass, sand filter 

element, insulator
10-50

Organics

polyethylene(PE)

polyvinylchloride(PVC)

rubber, vinyl acetate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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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 및 고화 설비는 350kW - 1000Hz의 고주파 유도로와 100kW 플라

스마 히터로 구성되며 50-90%의 금속과 10-50%의 무기물을 3시간동안 

용융할 수 있는 정도이다.  로의 크기는 직경 490mm, 높이 590mm로 80L

이며 내화물로 강도가 큰 alumina-chromia-zirconia (Al2O3-Cr2O3-ZrO2)를 

사용하 다.  유도코일과 폐기물에 형성된 임피던스(impedance)는 폐기물

을 가열시키며 임피던스조절 장치는 유도코일과 전원공급장치의 사이에 

위치하여 폐기물을 쉽게 용융시킬 수 있도록 하 다.  플라즈마 토치는 토

치노즐을 교환하여 transferred arc 와 non-transferred arc mode로 쉽게 

운전할 수 있고 transferred arc mode에서는 Ar가스를 사용하며 non- 

transferred arc mode에서는 N2가스를 사용한다.  고화 방식에는 mold 고

화 방식과 Crucible 고화 방식이 있으며 hydraulic oil pressure push-up 

방법으로 mold로부터 고화체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다. 

용융로의 배기가스 처리장치는 2차 연소로에서 나오는 고온의 배기체를 

물의 증발 잠열을 이용하여 HEPA필터의 운전온도인 200℃까지 냉각하고 

ceramic필터와 HEPA필터로 여과하며 HEPA필터를 거친 배기체는 습식

세정에서 NaOH용액으로 세정한다. 연소실의 배기체 처리장치는 사이클

론, 백필터, HEPA필터로 구성된다. 

모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금속용융 (주철, 탄소강, 스테인레스)실험에

서 Co60의 분포특성은 고화체 부위별로 일정한 분포특성을 볼 수 있었으

며 다른 핵종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용

융공정에서 용융물의 균일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용융공정

에서 핵종의 이동특성은 핵종의 열역학적/물리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으며 용융물에는 Co60, Zn65, Mn54가 가장 많이 분포하 고 슬래그속

에는 Sr85만이 존재하 다.  Cs137는 슬래그와 분진 내에 분포하는 특성을 

보 다[7,8]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에 대한 용융실험에서는 용융물은 두 

층으로 분리되는 경향을 보 으며 위층은 가벼운 슬래그물질로 아래층은 

금속성의 무거운 물질로 구성되었다[8,9].  따라서, 단일종류의 폐기물의 

경우 고화체의 균질성(homogenization)이 보장될 수 있으나 다양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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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폐기물의 경우 용융물의 균질화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 러시아 Shaft furnace with melter

러시아의 SIA Radon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연소에 대한 연구를 위해 

처리용량 25kg/h의 실험규모의 플라즈마로를 이용하 다.  대상폐기물은 

PE 46%, 이온교환수지 70%, PVC 10%와 그 밖에 종이류 및 비가연성물

질(유리, 금속류) 등을 실험에 사용하 다.

폐기물이 가열되는 동안 폐기물은 건조되고 소결되어 휘발성물질과 

coke를 형성하며 타고남은 무기물질 등은 유리결정물질로 배출된다.  실

험규모의 플라즈마 처리장치는 용융로 (shaft furnace with melter; 155

0℃)와 수냉장치, 프라즈마 유도부 (32-34kW, 경유버너를 이용하여 동시

에 열원공급)가 있고 배기체 처리장치로 사이클론 타입의 후연소로와 분

무 냉각기, metal sleeve course 필터, 산성가스 중화를 위한 스크러버, 열

교환기, HEPA필터로 구성된다.  이 설비의 에너지 소비율은 폐기물 1kg 

당 2-3.5kW이었다.  설비의 제원과 소각재 조성에 따른 용융물의 특성과 

핵종의 거동특성은 표 2와 같다. 

가. 폐기물의 화학적 조성에 따른 용융물질의 특성[10]

방사성폐기물을 aluminum silicate 물질에 용융하기 위해서는 120

0℃이상이 필요하며 만족할만한 용융물을 얻기 위해서는 1350℃이상의 온

도가 필요하다.  용융특성과 고화체의 특성은 첨가제에 따라 향이 있으

며 소각재 85%와 첨가제로 Ca/Mg oxide 10%, B2O3 5%를 사용하고 마그

네슘과 붕산산화물 (MgO, B2O3)을 첨가 시 공정온도가 1100-1200℃로 낮

아졌고 용융물의 점도 또한 낮아지며 폐기물의 용융성이 증가하 다.  또

한, 칼슘산화물(CaO)의 첨가 시 최종고화체의 기계적/화학적 특성이 향상

되어 결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고화체 내의 방사성핵

종은 α핵종의 경우 99%, β핵종의 경우 85%정도가 포함되었으며 28일간

의 침출실험(ISO 6961-82)에서  5×10-6-8×10-7 g/cm2.day의 낮은 침출율

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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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융공정에서 방사성 핵종의 거동특성[11]

배기체 중 입자상물질과 분진농도, 용융물 속의 핵종의 분포특성은 

로의 운전상태에 따라 다르다.  모의 폐기물 중 Cs137의 경우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쉽게 휘발되었고 폐기물의 부하가 증가할수록 배기체량 및 

Cs137의 휘발도 증가되었다.  고온의 공정 중에서 휘발성이 큰 핵종의 휘

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폐기물 부하량을 줄이고 가스화 공정(coke와 

플라스틱용융물의 반응 시)에서 수증기 및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가스화 

반응을 흡열반응으로 유도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Sr과 Co 및 βγ의 배출양은 Cs에 비해 낮았으며 알파핵종의 배출량은 

거의 없었다.  용융된 슬래그는 결정화되며 때로 유리화되는 경우도 있으

며 유리화 되는 경우 내구성이 더욱 뛰어나 내침출율이 우수하다.

표 2. 러시아의 용융로 특성 및 핵종거동특성

Melting zone temp. ℃

Off-gas temp. ℃

Off-gas volume. m3/h

Plasma torch electric power, kW

Plasma torch quantity. pcs

Current intensity of electric arc. A

Plasma torch efficiency

Radioactivity of waste

   β-emitters(on Ns
137 
standard source)

   α-emitters(on Pu239 standard source)

Radioactivity carry-over with off-gas

   β-radionuclides(Cs
137
)

   α-radionuclides

1400-1500

900

60

30

2

> 180

0.7

1.8×105 Bq/kg

6.0×104 Bq/kg

3-30 Bq/kg

1000-4000 Bq/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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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의 Cold crucible

소각재의 안정화를 위해 용융 또는 유리화를 위한 열원으로 유도가열, 

마이크로파, 플라즈마와 같은 기술이 연구되고 있으며 Marcoule에서 비방

사성물질에 대한 실험에서 on-line disposable-crucible 유리화가 성공적으

로 수행되었다.  CEA에서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플라즈마를 이용한 실

험이 있었으며 반응로는 작은 규모 으며 유기물질에 대해서는 좋은 분해

효율과 작은 양의 배기가스가 생성되었으나 무기물질의 경우 용융/유리화

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 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소각공정에서 문제점은 

기술적인 복잡성과 비용의 문제이며 플라즈마 전극이 쉽게 닳고, 공기를 

이용한 플라즈마의 경우 NOx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높은 온도의 

공정이라 내열성 재료의 선정과 방사성핵종의 휘발의 문제가 있어 적절한 

배기가스 처리설비가 필요하다[12].

4. 미국의 Plasma/vitrification [13]

플라즈마/유리화시설의 배기체 처리 설비는 질소산화물의 생성을 최소

화하고 에너지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처리온도가 기존의 소각

설비에 비해 매우 높고 당량 공기이하의 연소공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배

기체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처리설비가 작게 되는 이점이 

있으나 고온과 고농도의 배출가스가 생성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 

소각설비의 배출가스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제거효율이 높아야 하며 

환원방식의 처리 시 고농도/고압의 가연성가스에 의한 폭발과 유출을 방

지해야 하고 산화방식의 처리 시 고온과 부식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플라즈마 및 유리화기술은 높은 온도에서 가동되므로 중금속 및 방사성

물질의 휘발성이 증가된다.  따라서, 기존의 여과포 장치는 높은 온도와 

휘발물질의 접착성 때문에 쉽게 막히며 사용이 곤란하다.  그러므로 다단

의 습식세정장치가 필요하고 배기체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습식세

정장치의 규모는 작아지며 기존의 벤튜리 세정기를 대신해서 Ejector 세정

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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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ector 세정기는 고압으로 물을 분사하고 높은 액체/기체 비를 유지할 

수 있어 고효율의 제거율과 산성가스를 흡수할 수 있다.  배기체 중에 남

아있는 오염물질들은 흡수탑을 이용해 입자제거 및 산성가스를 흡수하며 

미세입자는 수증기에 응결되어 제거가 가능하고 대부분 2단의 Ejector 세

정기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고온처리설비의 다른 문제점은 에어로졸(금속류, 무기염, 산화 규소/황/

인 등)의 형성이다.  에어로졸의 크기는 0.1-0.5㎛로 벤츄리 세정기나 

Ejector 세정기로 제거가 어려우며 만일 방사성물질을 함유할 경우 큰 문

제가 된다.  수용성 에어로졸의 경우 확산형 캔들 여과기로 90%의 제거효

율을 얻을 수 있고 불용성 에어로졸은 습식 전기집진기(Wet EP)를 이용

하여 제거할 수 있다.

최종의 배기체 처리에는 HEPA필터와 활성탄층이 사용되며 HEPA필터

는 0.1㎛까지 제거가 가능하며 배기체의 재가열이 필요하다.  탄소필터는 

세정과 여과공정에서 남아있는 미연소 탄화수소와 휘발 금속류 등을 제거

하는 역할을 하며 흡착설비는 대개 최종처리단계에 적용된다.  플라즈마 

및 유리화설비는 고온의 공정이므로 고농도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게 된

다.  따라서 선택적 촉매환원(SCR)설비가 요구되기도 하며 SCR설비는 티

타늄(Ti)/바나듐(V)촉매와 암모늄, 요소를 이용하며 300℃정도의 반응온도

가 필요하므로 배기체를 재가열해야 한다.

제 4 절   알파폐기물 소각로의 운전현황 및 개선 사례

1. 프랑스

가. 운전현황

프랑스에서는 기존소각설비를 위주로 한 폐기물의 부피감소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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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으며 규제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설비를 적용하

고 있다.  위원자력위원회인 CEA에서 개발된 소각로는 Fontenay- 

aux-Roses, Grenoble, Cadarache에서 운  중에 있으며 모두 공기과잉형 

연소공정이며 배기체 처리설비를 건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Table 5 참조).  CEA의 소각을 통한 폐기물 관리정책은 1998년의 폐기

물 생성량을 1992년의 폐기물량(4000m3)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엄

격한 폐기물관리가 시도되었으며 CEA에서 생성되는 가연성폐기물에 대해 

소각을 이용한 폐기물 관리를 시작하 다.

500드럼(200L)을 대상으로 한 초기의 연구에서 252드럼만이 매립 처분

되어 50%의 부피감소의 결과를 얻었으며 두 번째 연구에서 2100드럼

(100L)의 폐기물 중 9%만이 매립 처분되어 91% 부피(중량)감소의 결과를 

얻었다[12].  CEA에서 개발되고 있는 α폐기물 (염소폐기물포함)소각로는 

로타리킬른형이며 플라즈마를 이용한 폐기물의 소각 및 배기체 처리, 고온

용융/유리화를 통한 소각재의 안정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나. IRIS 공정

프랑스의 Valduc 연구소에서 알파폐기물의 소각처리를 위해 CEA

에서 개발된 IRIS공정을 적용하여 1996년 건설하여 1997년 소각실험을 하

다. 폐기물의 물리적 성상은 PVC 50%, latex/neoprene 35%, cellulose 

10%, polyethylene 5%로 많은 양의 염소화합물과 아연(Zn)화합물을 포함

하고 평균적인 방사성량은 7.5×108 Bq/kg(0.02 Ci/kg)이다.  IRIS 공정은 

다음과 같으며 생성된 소각재는 유리화 또는 Pu를 재생(argentic 

dissolution)하도록 분류한다.

-폐기물 준비 : X-ray를 이용, 부피가 큰 금속물질의 검사 및 제거, 

폐기물 분쇄, 불연물의  분리, 분쇄된 폐기물의 저장

-소각 : 열분해로의 폐기물 투입(7kg/h), 환원분위기에서 폐기물 열

분해(550℃)를 통해 연소가스 및 폐기물(Pitch; carbon)생성, 생성된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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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소공급 하에 900℃에서 소성(calcination)하여 적당한 처리가 가능한 

재를 생성, 소성가스와 열분해가스를 1100℃에서 연소

-배가가스처리 : 공기혼합을 통한 열교환기에서 배기체를 냉각하고 

전기필터(electrofilter) 여과(99.8%), HEPA필터, 건식 중화 방식을 이용한 

화학적처리

열분해로와 소성로는 가열할 수 있는 금속관에 둘러 쌓여있는 형태이며 

전기적으로 가열된다.  전기필터는 스텐레스 금속 전극으로 80,000V를 유

도하여 입자상태로 포집할 수 있도록 165℃에서 운전된다.  폐기물 내에 

아연(Zn)은 염화아연을 형성하고 염화아연은 흡습성이 좋아 수분을 흡수

하여 큰 부식성을 가지므로 이의 처리를 위해 Marcoule 연구소에서는 유

기성 인(P)을 주입하는 방식(phosphatizing reaction)을 개발하 다.  실제

로 zinc phosphate는 zinc chloride보다 안정하며 흡습성이 없고 상온에서 

부식성이 없어 용융 또는 유리화처리가 가능하다[14].

2. 독일

독일 Karlsruhe research center의 HDB(central decontamination 

department)는 1989년 4월부터 고준위 알파가연성폐기물의 소각로를 운

하 다.  설비의 용량은 50kg/h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폐기물의 방사선량

은 α선은 5×1010 Bq/m3 β선은 5×1012 Bq/m3 이다.  알파소각설비의 기

본 구성은 소각로, 후연소로, 고온필터, 냉각기, Jet scrubber, HEPA필터

로 구성된다.  유입된 폐기물은 소각로의 아래 부분에서 당량공기 이하로 

유지되며 로의 위 부분에서 과잉공기로 연소시켜 약 1000℃를 유지한다.  

배기체 처리설비는 Hot gas 필터와 세정장치가 있으며 세정장치는 Jet 

scrubber (pH 0.5-2, HCl, HF등 산성가스제거 및 수은등 중금속제거, 

20% NaOH용액)와 Venturi scrubber (pH 8-9, SO2흡수, HCl, HF등 제거)

로 구성된다.  세정용액은 순화되어 사용되며 염의 농도가 12% (1주일정

도)가 되면 교환한다.  세정장치를 통과한 가스는 응축 등을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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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00℃정도로 가열되어 HEPA필터에 의해 정화된다.  소각재는 매일 소

각로에서 수집되며 수집된 재는 냉각 후 200L드럼에 모아 고압압축방식으

로 압축처리 (압축비: 최초부피/최종부피=150)하고 압축된 pellet은 컨테이

너에 모아 시멘트를 부어 고화시켜 처리한다.  독일의 경우 배출관련법이 

강화되어 알파소각로의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1996년 시설

을 개선하여 1997년 재가동 하 다.  개선된 사항으로는 후연소로를 체류

시간 2초 이상, 1200℃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개선하 고 NOx의 처리를 

위해 SNCR (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이 적용되었다.  또한, 

dioxin/furans을 제거하기 위해 다단의 활성탄 반응기 (2단의 흡착층으로 

구성)를 설치하 다.  유동층 건조기를 이용하여 2차 폐기물인 세정액 등

을 건조하는데 적용하여 2차 액상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 다[15].

가. 다이옥신 필터의 개발[16]

1990년 17th Federal  Immission Control Regulations(BImSchV)에

서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 고, 1989년부터 가동중인 알파폐기물소각로는 

1995년 가동을 멈추고 새로운 후연소로 및 dioxin/furan 흡착필터, 유동층 

건조기 등을 보완하여 1997년에 재가동 하 다.  다이옥신 필터는 배기체

가 아래쪽으로 들어가 활성탄 흡착층을 지나 위쪽으로 배출되는 형태이다.  

아래쪽의 활성탄층이 포화되면 중력에 의해 배출시키고 위쪽으로 새 활성

탄을 주입하는 방식이며 균일한 흐름을 유지하고 과부하 시에도 냉각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활성탄을 이용한 MWS필터는 새로운 활성탄

의 주입량을 줄이고 관리비용과 처분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에서 경

제적이라 할 수 있다.  FZK-HDB에 설치된 MWS필터는 3000 m3/h의 배

기체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3단 병렬 연결하 고 21,000 시간 이상 

사용되었다.  배기체 내의 다이옥신 농도는 3-35 ng/m3이며 기준치인 0.1 

ng/m3을 초과하지 않았다.  다이옥신필터 (MWS filter)의 제원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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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알파폐기물 소각모델

1. 처리대상 폐기물

국내 방사성폐기물의 분류기준과 같이 가연성폐기물은 주로 종이류(휴

지, 흡수지, 종이컵), 섬유류(작업복, 면장갑, 솜, 걸레), 플라스틱류(Hose, 

Tube, Sample 용기), 고무류(고무장갑)등이며 대부분 수분함량이 적은 고

발열량의 폐기물이다.  국내 원자력 산업에서 차지하는 PVC등의 염소계 

플라스틱의 사용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연소 시 HCl, SO2, 등의 산

성가스가 대량 유발됨을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의 SRL의 ICTF 

(Incinerator components test facility) 연소실험에서 모의폐기물의 구성은 

표 3. 다이옥신 필터의 제원

Design

Bed depth

Dimention(L×W×H)

Total weight

Adsorbent

Amount of carbon

Grain size

Specific surface area

Volume flow

Residence time

Flow rate

MWS filter, two stage, 3 modules

2×350 mm

2m×3m×4m

3×2.5 kg

Lignite carbon

3×1.6 m
3

1.25-5.0 mm

275 m
2/g

3×1000 m
3
/h(at 110℃)

5.5 s

0.13 m/s(at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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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ulose 31%, PVC 27%, PE 21%, latex 21%로 고농도의 HCl가스에 대

한 부식문제와 포대여과기에서의 제거효율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한 바 

있다[3].  또한, 프랑스[6]와 독일[5] 등의 연구에서도 PVC를 비롯한 플라

스틱과 고무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연성폐기물의 물리적 분포특성을 감안할 때 국내 알파폐기물의 처리대

상 물질 또한 다량을 플라스틱류(PVC, PE등)와 고무류를 함유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온을 대비한 내화물의 선정과 후처리설비의 설계 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경우 알파폐기물내의 핵종은 대부분 Pu, U, Am 등이었으

며 국내의 경우 아직 핵종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이와 비슷한 핵

종 분포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모의 핵종으로 적용 가능한 물질은 표 4

와 같다[17, 18].

표 4. 알파핵종 실험에 사용가능한 대체 핵종

Radioisotope Surrogate (natural form)

U238, U235

Tc
99

Cs
137

Sr
90

Pu239

Ru103

Ce

Ru

Cs

Sr

Ce

Ru

Am, Cm, Cs, Pu, U

Gd

Nd

Sm

Ce

Cm

U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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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공정 종합

가. 연소실

다양한 연소방식을 적용한 외국의 경험 자료를 참고해 볼 때 공기

제어형 소각방식(CAI)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유동층 소각로나 열

분해소각로 등의 기타 방식의 경우  설비의 구조가 다소 복잡하고 운전상 

어려움과 경제적 단점이 있어 상업적인 운전이 활발하지 않았다.  각 방식

에 따른 장/단점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동층 방식과 열분해 방식의 경우 

폐기물을 분쇄하는 설비가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설계와 운전경험에 따라 

연소율의 차이가 크다.  또한, 최근 열처리방식 중 고온(1300℃이상)의 플

라즈마 또는 유도용융을 이용하여 불연성물질(금속, 유리, 콘크리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물질의 처리가 가능하고 고온에서 소각 및 용융되

어 처분이 용이한 결정화/유리화물질을 배출하는 기술에 대한 개발과 연

구가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플라즈마 로 및 용융로

는 pilot plant 규모이며 상용화를 위해 보다 많은 개선과 연구가 필요하며 

고온의 처리온도로 인한 설비재질의 문제점과 복잡한 기술에 따른 운 의 

어려움, 많은 전력을 소비하므로 경제적인 문제점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

을 보인다.

따라서, 무엇보다 운 진의 운전경험에 익숙한 방식의 로형과 많은 기

술적 축적이 이루어진 방식, 유지 보수가 용이한 단순한 형태 등이 방사성

폐기물 소각로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국내의 β/γ소각로의 설

계 및 건설에 경험이 있는 공기제어형 소각방식의 적용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기체 처리설비의 용량과 효율성, 알파핵종에 대한 방사성 

안정성 및 임계안전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소각용량은 현재 운 중인 프랑

스 CEA 소각로의 용량범위인 15-30kg/h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폐기물의 전처리 및 투입설비

알파폐기물 소각로의 폐기물 전처리 설비는 대개 방사선량 측정 부

분과 폐기물 투시 및 선별 부분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폐기물 분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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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포함된다.  투입되는 폐기물은 일정한 크기의 종이박스 (cardboard 

box)에 담겨 투입되며 투입설비는 ram feeder 또는 스크류 컨베이어를 이

용하여 자동투입 한다.  모든 공정은 glove box안에서 이루어지므로 

glove box의 치 성이 요구되며 핵종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부압을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각로와 폐기물 투입설비 사이에 폐기물 

투입문은 회전문 또는 guillotine 방식으로 이중차단방식과 air lock방식 등

을 적용하지만 폐기물의 투입 시 폐기물이 문에 걸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

으므로 이 부분의 설계 시 폐기물이 투입저항 없이 소각로 내부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 배기체 처리설비

방사성 핵종과 입자상물질, 산성가스 등의 정화기능 갖는 고효율의 

설비가 필요하며 크게 습식과 건식 세정설비로 구분되며 Ceramic 

candles, Sintered metal, High temperature filter 등이 건식 세정장치에 

사용된다.  그러나 폐기물의 성분 중 플라스틱과 고무류 등의 비율이 커 

배기체 중에 HCl, SO2, HF등의 산성가스가 고농도로 배출되므로 산성가

스의 중화에 효율이 큰 습식세정장치를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고온의 연소가스를 빨리 냉각할 수 있고 배기체의 양을 줄일 수 있는 

Quench와 NaOH, Na2CO3등을 이용한 venturi scrubber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에는 Dioxin/Furan등 새로운 문제점

이 대두되고 배출가스 기준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므로 여러 국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비를 개선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carbon필터

(활성탄 필터)를 적용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따라서 다이옥신류의 제

거에 효과가 있는 활성탄의 주입 또는 활성탄 필터방식의 배기체 처리설

비를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 재 반출설비

폐기물 소각재는 차후의 처리를 통한 최종처분 또는 소각재내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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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을 회수하기 위해  적절한 포장 및 저장이 매우 중요하다.  소각로 바닥

재를 처리하기 위해 미국의 LASL[1, 2]에서는 일반적인 중력배출 장치와 

비상시 진공배출 장치를 적용하 고 다른 국가의 재 반출장치도 모두 핵

종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감압상태의 glove box를 적용하 다.  방

사성 폐기물 소각재는 방사선이 농축된 상태이므로 소각재의 포장 시 흩

날림 등을 주의해야 하며 포장용기 또한 방사성 안정성에 유의해야 하며 

glove box의 치 성과 부압상태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마. 2차폐기물 처리설비

배기체 처리설비 중 습식처리 장치는 폐수 등의 2차 폐기물의 문제

점이 있으며 Quench와 스크러버 등에 사용되는 세정액은 재순환하여 재

사용하고 포화상태에 이르면 교체하게 되는 데 이를 위해서 세정수 재생 

설비와 처리설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폐액을 시멘트 등의 고화매

질과 혼합하여 고화 처리하거나 폐액으로부터 핵종을 추출하는 등의 처리

를 하고 있다.  독일의 FZK에서는 유동층 건조기[15]를 개발하여 폐액을 

처리함으로써 2차 폐기물이 없이 고체 폐기물만이 배출 될 수 있는 설비

로 개선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폐액의 처리방안을 감안하여 2차폐기물 

처리설비로 고화매질을 첨가한 고화설비 또는 폐액의 수분제거 기능을 갖

는 설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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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방사성폐기물 소각관련 규정

제 1 절   국내 소각관련 규정

일반 소각시설의 설치, 가동 및 검사 등과 관련된 법규는 환경부의 폐

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중의 하나

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검사기준, 관리기준 및 측정관련 사항이 규정되

어 있다.  또, 소각시설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대기환경보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소각시설의 세부검사방법이 환경부 고시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방사성폐기물을 소각할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의 고

시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도 따라야 한다.   

환경부의 경우 이러한 기존 규정들이 2001년도 1월 1일을 기해 새로이 

정비, 보완되었으나 시설의 규모, 다이옥신 측정 문제 등까지 규정되어 있

다.  과기부의 고시는 1997년에 규정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법규는 소각시설에 해당되는 것만 정리하여 환경부 법규는 

부록 1에, 과기부 고시는 부록 2에 실었다.

1. 환경부 법규 

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정

폐기물관리법[19] 제2조제7항으로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되고, 동법 시행규칙[20] 제20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이 별

표7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20조의2에서 시간당 폐기물 소각능력이 

25kg 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는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이 100 톤 (지정폐기물의 경우 10 톤) 미만인 시설과 고온소각시설․열분

해시설․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리 능력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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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미만인 시설은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로 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23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1] 제13조에 소각시설은 오염물질 측정대상 시설

로 규정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오염물질 측정관련 내용은 시행규칙 제24

조의 2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신설 소각로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소각시설은 일정 기한까지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을 부

칙에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관련하여 별표2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소각시설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규정하여 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 포함),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 및 시멘트 소

성로 및 용광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와 관련하여 별표7의1에 “소각시설 설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모든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공통기

준, 소각시설에만 해당되는 공통기준, 그리고 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에 대해 개별기준이 정해져 있다.  동 시행규칙 

제23조제6항과 관련하여 별표 7의2에는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이 설치검

사와 정기검사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 24조제1항과 관련하

여 별표8의1에는 “소각시설 관리기준”이 공통 및 개별기준으로 나뉘어 상

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또, 동 규칙 제24조의2제3항과 관련하여 별표8의2

에 소각시설의 경우 측정해야하는 오염물질로 다이옥신이 최근에 규정되

어 있는데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은 연 2회 이상 측정해

야 한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22]에서는 소각능력이 시간당 25 kg 이상인 폐기물, 

적출물 및 폐수 등을 소각(소각보일러 포함)하는 시설 및 시간당 100 kg

이상의 폐가스 소각시설에 대해 제5조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하나

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23] 제12조와 관련하여 별표8에서 “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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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자세하게 언급하 다.  이 배출허용기준은 최근 

(2000년 10월 30일)의 개정을 통해 향후 2005년도 이후 적용되는 기준까

지 정해놓고 있다.

다. 환경부 고시에 의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00-10[24], “폐기물 소각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

한 규정”을 통해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자세한 검사

항목, 세부기준 및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과기부 법규 

소각시설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법제화된 과기부 법규는 1997년에 규

정된 고시 제1997-8호[25],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1997.10.2) 

뿐이다.  크게 2가지 기준(소각설비, 소각처리)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표1

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별표8과 같은 내용의 “소각시설관련 배출

허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2에 “방사성폐기물 소각공정 비정상 운

전시 조치사항”이 여러 상황에 따라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법규의 경우 2000년도 말에 개정, 보완되었기 때문에 과기부의 고시와는 

약간 차이가 있으며 이를 비교하여 표 5에 보 다.

   

제 2 절   국외 소각관련 기준

1. IAEA

국제원자력위원회(IAEA)는 1992년 IAEA Safety Series No. 108 [26]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소각시설의 설계 및 운전의 안전 지침”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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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소각시설에 관한 과기부 및 환경부 규정 비교   

항  목 과기부 고시 환경부 법규

소각방법 분류

과잉공기소각

제어공기소각

열분해 소각

고온용융소각

유동층 소각

일반소각

고온소각

열분해소각

고온용융소각

연소실 출구온도
회분식 : 700 - 1,000℃

연속식 : 700 - 1,200 ℃

일반소각시설

850℃이상

800℃이상: 용량 200 kg/h 미만

450℃이상: 종이 목재만 소각시

고온소각시설 1,100℃이상

열분해시설  850℃이상

고온용융시설 1,200℃이상

체류시간
0.5초 이상

2초이상 : 난분해성 폐기물 소각시

일반소각시설

2초이상

1초이상: 용량 200 kg/h - 2 ton/h

0.5초이상: 용량 200 kg/h 미만

고온소각시설 2초 이상

열분해시설 2초 이상

고온용융시설 1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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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항  목 과기부 고시 환경부 법규

바닥재 강열감량
 5% 이하: 고체폐기물 소각시

10% 이하: 액체폐기물 소각시 

일반소각시설

10%이하

15%이하: 지정폐기물외 소각하며

          용량 200 kg/h 미만

 5%이하: 2008년 1.1 이후

         생활폐기물 소각시

10%이하:   "    용량 200kg/h 미만

고온소각시설  5%이하

열분해시설
10%이하

 5%이하: 용량 200 kg/h 미만

고온용융시설  1%이하

다이옥신

배출기준
-

 0.1 ng-TEQ/Nm
3

 0.5     "       (기존시설은 2003.6.30까지)

 측정주기는 연 2회: 용량 2ton/h 이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1998.12/31까지, 1999.1.1이후 구분 적용 2004.12/31까지, 2005.1.1이후 적용 구분

기 타 비정상 소각 조치사항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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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계와 운전상의 목표

일반인과 작업자에 대한 ALARA 개념과 안전성 평가 절차의 작성, 

방사성폐기물 소각용량을 확립하여 목표를 설정한다.

나. 기본적인 안전사항

계통안전분석, 사고상황, 화재 및 폭발, 방사능의 제한, 방호조치, 운

전조건, 안전조절 기능, 임계안전성(criticality), 산업안전, 배출물, 압력과부

하에서의 보호 등에 대한 요건이다.

알파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소각건물 내 추가적인 누출방지 칸막이 설

치 및 감압 유지가 요구되며, 핵분열되기 쉬운 핵종의 목록 관리 및 반입

제한 물질(ex; 수소)의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설비 필요요구사항

규제상 필요조건, 공정의 필요조건, 운전상의 신뢰성과 보수성, 방사

능 오염, 제작상 필요조건, 재질상 고려사항, 품질보증, 알파폐기물 처리계

통 및 기타 고려사항이 나와 있다.

  알파폐기물의 분류/특성조사, 폐기물 전처리가 필요하며 고정된 방벽과 

공정장치의 경계의 완전한 봉 등과 같은 동적장벽(dynamic barrier), 전

체 계통에서 부압이 유지되어야 한다.  설비를 출입하는 Pu의 정확한 계

수 및 측정, 소각계통내의 Pu 축적에 대한 평가, 방사선 계수측정방법을 

이용한 Pu의 정량 및 포집한 재의 Pu 계수 및 측정 등이 요구된다.

라. 개념 설계

일반 요구 및 고려사항, 기능상, 폐기물투입, 적합한 소각재의 특성, 

감용 효율성, 운전상 필요조건, 배열 및 위치, 게통 용량, 타 계통과의 연

계, 경제성, 계통설계, 연소기술, 배기체 처리 등에 관한 요건이다.

  소각계통의 기본특성은 연소효율의 극대화, 제염계수달성을 위한 배기체 

정화, 장비/공정의 단순성 및 신뢰성과 자동화 및 보수의 적합성, 오염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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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방지를 위한 부압 유지, 정상/비정상시 기능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 및 제어설비이다.  따라서 대상폐기물의 범주 설정, 폐기물의 전처리 

및 분류, 소각재의 고화 시 고화공정에 적합해야 하며 U, Pu의 회수 목적

시 특별한 물성이 요구될 수 있다.

개념설계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별공정/부계통의 선정 및 상호연결

을 잘 선정하고, 배기채 중의 방사능은 고형에어로졸(60Co), 기체(14C를 함

유 CO2), 액상에어로졸(
3H를 함유한 H2O) 등으로 존재한다.

마. 부계통 요구사항

투입폐기물 검사 및 전처리, 폐기물투입, 소각재 제거, 재의 수송 및 

고화, 비산재의 제거, 폐여과기 제거, 세정수의 처리 등에 대해 요건이다.

알파폐기물 소각로의 경우 폐기물검사 및 전처리 시 호흡 및 섭취의 위

험성이 있으므로 작업자의 충분한 방호설비가 반 되어야 한다.  폐기물의 

발열량, 함수율, 점도, 도, 조성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의 파악과 소각재

에는 방사능이 농축되어 있으므로 대기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별도의 기

함을 설치하고 부압을 유지해야 한다.

건식 배기체 처리는 재 회를 위한 호퍼(hopper)를 설치하고 습식은 세

정액 수집을 위한 배수로(drains)가 설치되어야 한다.  고방사능 여과기의 

경우 원격으로 탈착 및 제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세정용액 처리계통의 액

체 수위, 도, pH, 방사능 등을 주기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바. 구성장치 요구사항

일반사항, 추가예비 부품, 폐기물 수송용기, 투입계통, 연소실, 후연

소로, 버너, 열교환기, 공기주입기, 증발냉각기, 사이클론, 여과기, 활성탄 

흡착기, 세정기, 배기용 송풍기, 굴뚝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폐기물 장전함(air lock), 스크류 투입기, 램투입기, 액체 폐기물 및 슬럿

지 투입 방식과 고온여과기(double door airlock을 갖는 부착형 호퍼 등의 

재배출장치), 포대여과기(수분응축을 막기 위해 이슬점보다 20℃이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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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HEPA 필터(prefilter 설치) 등이 필요하며, 습식 세정기는 HCl, HF, 

SOx 등 산성기체를 처리하며 습식에 비해 건식을 방사성 장치용으로 사

용한 운전경험이 적다고 언급되어 있다.

사. 제어 및 측정장비

계통제어 및 감시, 방사선배출물의 감시에 관한 사항이다.  기체는 

배출물의 감시, 기록 및 경보(제어실)가 필요하며, 액체는 방사성 폐액처리

시설에서 처리한다.

아. 건물 및 시설의 배치

일반사항, 차폐, 오염제어, 물질의 취급, 공정환기, 운전을 위한 준

비, 유지보수를 위한 요구사항, 방사선 감시, 폭발가스 감시 등에 관한 사

항이다.  계통의 운전 및 유지보수 시 개인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열 

및 차폐가 되어야 한다.

자. 계통시험 및 시운전

일반사항, 구조적 안전성, 방사성 시운전 등이 언급되어 있다.  방

사성폐기물의 방사성 시운전을 통해 설계 예상치와 운전범위 및 조건 규

제조건의 만족 등이 입증되며 전체 계통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

하여야 한다.

차. 계통의 운전

일반사항, 운전개시, 정상운전, 비정상운전, 가동중지, 조직 및 행정

사항 등에 관한 요건이다.

카. 문서

문서의 관리, 설계기준, 기본적 서류에 관한 사항으로 설계도, 위임 

및 시험문서 안전성 평가 문서, 폐기물 관리문서 (방사성 방출량,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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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양 및 포장상태 등)에 대한 요건이다.

2. 미국

가. 원자력 규제 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1) 기능

NRC는 연방규정(CFR) Title 10의 20 part에 나타난 소각과 관

련된 원자력법을 집행한다.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과 에너지 재구

성법 (energy reorganization act)은 LLW 방사성폐기물 소각을 규제하는 

NRC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설계기준, 운전변수, 건설 및 허가당시의 허가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인 책임을 부과하고 방사성 유출의 분석과 시설주변의 주민에 대한 향

평가를 요구하며 유출방지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설계기준을 부가하여 

ALARA를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방사선의 유출농도 규제는 방사선방호 

및 측정에 관한 국가협의회(NCRP)에 의해 개발된 최대허용농도를 기준으

로 한다.

2) 승인과정의 구분

연구기관의 소각로, 상업적인 소각로, 원자력발전소에 있는 소각

로로 구분하여 승인과정을 조정한다.  연구기관 소각시설은 지역사무소

(regional office)에 허가 요청하며, 상용 소각시설은 지역사무소에 허가요

청하고 공중보건 및 안전과 환경 향 평가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발전소시설은 원자로와 함께 인허가 되는 경우에는 원자로 규제기준

(NRR)의 NRC사무소에 일반 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원자로가 건설중인 

경우에는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FSAR)에 언급할 수 있으며 환경분석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자원보존 및 재생에 관한 법(RCRA)

1) 요구사항

혼성폐기물(mixed waste: radioactive hazardous)을 포함한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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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소각 시 EPA나 관련 주에 의해 승인된 RCRA 승인서가 필요하

며 일종의 환경법규라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part A와 part B로 나뉜다.

가) Part A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시설의 위치, 주생산품과 공정, 

처리유해폐기물, 각종 승인서와 건설허가 등

나) Part B

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 i)처리되는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분

석, ii)안전조치의 설명, iii)유해물질, 유출수 및 용수의 오염, 유해폐기물의 

인간에 대한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공정, 구조 및 장비의 설명, iv)지진 

및 홍수 지역의 경우 시설이 위치하게 된 시설의 위치정보, v)작업자 훈련

프로그램의 개요, vi)시설의 보험정책 및 관련문서, vii)시설의 경계 및 울

타리, 출입통제지역, 작업건물의 위치가 나타난 지형도, viii)작업의 결과 

및 폐쇄 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재정적 책임 보장, ix)시험소각을 통한 

RCRA의 규정 입증(40CFR 270.19)

다. 주 규정

소각시설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규정은 소각설비가 위

치한 주에 통제받는다.  NRC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주 규정을 정하며 비

제한구역에 대한 핵종 유출농도기준이 포함되며 병원, 연구시설, 상업시설, 

산업시설(발전소)등이 주로 포함된다.  즉, DOE 산하 소각로는 주 규정에 

제재 받지 않는다.  NRC규정과 EPA의 배출농도 및 피폭 등에 관한 규정

이 포함된다.

3. 일본

일본의 방사성 폐기물 소각로의 수는 발전소 부지(19기 운전 중), 기타

연구소 및 RI사용기관 설치를 포함하면 약 37기가 운전 중이다.  다수에

도 불구하고 방사성폐기물 소각로의 법적 인허가 절차 및 요구되는 기술

기준은 없고 일반폐기물 소각로의 기술기준과 원자력 관련시설 및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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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의 법규에 준하여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

제의 시설을 운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다른 나라보다도 안전성을 중시

하며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가. 관련법

원자력기본법(법률 제186호), 전기사업법(법률 제170호), 발전용 원

자력 실비에 관한 기술기준 (省령), 그리고 발전용 원자력 설비에 관한 구

조 등의 기술기준 (고시 501호)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나. 설치허가신청서 내용

- 폐기물 취급/보관 설비

- 설비의 용량(kcal/h; 열적 용량)

- 소각공정의 설명

- 굴뚝의 높이(30m)

- 제염계수(예; 105이상)

- 소각로 형식의 설명(예: 원통형, 자연세라믹 휠터식)

- 용기 및 설비의 재질

4. 국

가. 운전상 안전성 분석

국의 모든 공장설비에 대한 원자력 시설 검사를 위해 작성된 설

비의 설계 및 정상적인 운전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공정의 감시 및 제어

- 비정상 운전의 향

- 비정상 운전의 경우 주의사항

- 일반적인 안전사항

- 방사학적 안전성

-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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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피폭 제한 규제에 대한 주의

- 2차 폐기물의 처분

- 주요안전 유의사항

나. 환경 향 평가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주위지역의 대기, 기후 및 지형의 조건에 따른 

오염물질의 확산정도 및 환경에 미치는 향과 고체 및 액체상의 2차폐기

물의 처리도 고려 등이다.

다. 규제적 제한

소각로의 운전 중 운전상 제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 것이 인허가 항

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 폐기물의 인수

- 폐기물 감시 및 계수(계측)설비

- 방출제한기준

- 운전제한기준

- 규제에 대한 적정성 실증을 위한 절차

- 자료기록절차

- 운전요원의 자결 및 훈련

라. 실증시험소각

시험소각을 통해 규제 만족성 여부를 확인하다.

마. 기타

인허가 시 기술적인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의 종류 및 소각용량

- 폐기물의 취급 보관 설비

- 오염물질 방출 기준 및 제어(CO, 유기물질, 총분진, 중금속(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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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 As, Cr, Ni, Cu, Mn), HCl

- 감시, 시료채취, 배출오염물의 측정 방법

- 소각조건 (버너의 부착, 2차 연소 구역의 설정, 온도의 감시 및 

기록, 경보장치, 기준온도 이상유지(850℃), Dioxin의 농도제한에 따른 체

류시간 등)

- 소각재의 처분 (흩날림 방지 - 물 분사)

- 연돌 (높이 8m이상, 유속, 액체의 응축방지)

- 일반 운전사항 (보수성 양호, 감독 및 관리자 구성, 총 운전시간

의 제시, 청결상태 유지 등)

제 3 절   소각관련 기준 적용 예

미국 Los Alamos에서 TRU폐기물을 소각하여 부피를 감소시키기 위

해 공기제어방식의 소각로를 개발하여 그 실증연구를 1978년부터 모의 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실시하 으며, 1980년부터 TRU 및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 다.  이 시설을 설계, 건설 및 운 하면서 

적용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2].

1. 설계

공기제어식 소각로의 설계는 1)설비의 운 자와 일반인, 환경에 대한 

안정성 확보, 2)Los Alamos에서 과거 시설운 시 성공적인 점과 문제점에 

대한 대한 고려, 3)적용 가능한 발전된 기술의 고려에 두고 하 으며, 방

사성폐기물의 효율적인 부피감소를 위해 가능한 빨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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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계의 기본

폐기물의 처리에 많이 적용되고 효율성이 있는 소각방식이 선택되

어 방사성 폐기물처리를 위한 설비의 보완 설계가 이루어 졌다.  또한, 대

상폐기물의 선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 으며 공정투입 시 부적합한 폐기

물에 대한 분리가 필요하다.  예상되는 대상폐기물과 일반적인 폐기물의 

조성은 표 6과 같으며 소각로의 용량 및 배기체 처리장치의 용량결정에 

사용되었다.

나. 공정 및 구성설비의 선택 기준

각 단위 공정의 최대효율을 얻기 위한 방향으로 구성 장치를 선택

해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각 단위공정의 정의

② 각 단위공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한 정의

③ 평가기준의 정량화(각 단위공정에 대한 성능의 수치적 평가)

④ 각 단위공정의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

⑤ 선정된 여러 공정에 대한 평가

⑥ 전체 공정에 대한 각 단위공정의 조화성 평가

평가기준의 예

○효율성(Effectiveness)-목적하는 처리효율의 달성

표 6. 소각 대상 폐기물량 및 조성   

Anticipated DOE-Contractor Facility Typical 

Waste Compositions

Design Basis Incineration 

Feed

Material
Lab.

(wt%)

Proc.

(wt%)

Const.

(wt%)
Component wt %

 Paper & rags

 Plastics

 Rubber

 Lumber

 Dirt & concrete

 Metallics & glass 

10-60

5-60

5-30

-

-

5-50

10-40

20-40

10-45

-

-

30-40

5-20

5-30

5-20

5-30

5-60

10-50

 Paper and rags

 Plastics

   Polyethylene

   PVC

 Rubber

Total

35

23

12

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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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성(Flexibility)-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에 대한 적용가능

○유용성(Availability)

○운용성(Operability)-각 단위공정 제어 및 운전의 용이

○경제성(Resource Use)-각 단위공정의 운전비용

다. 설계의 목적

TRU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가능한 단순한 구조이어야 한

다.

○부품 및 공정 안전성 : 단위공정의 선택 시 안전을 위해 다음

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고속회전부분, 고온 표면에 대한 대책과 연동 

(inter-locks), lockouts, 경계 (guards), 위치 지시 (position indicators), 

actuation signals, 열차폐 (heat shields), 튐차폐 (splash shields), 튐커튼 

(splash curtain), 보조 우회선 (auxiliary bypass), 보조 매뉴얼 (auxiliary 

manual)

○2중 제어개념

  - 접합부(flanges)의 이중차단

  - 독립적인 보조 공급설비(연료가스, 스팀 제외)

  - double check valves의 사용

  - 냉각펌프의 고장을 대비한 보조 냉각설비

  - 내부식성 재료의 사용

○포유(Containment) : 방사선오염 물질을 다룰 때에 입자상물

질의 대기중 방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 HEPA 필터를 통과

시켜 대기 중으로 방출해야 한다.  또한, 고온 flange에 대해 이중 봉이 

필요하며 TRU폐기물을 다루는 모든 작업은 완벽한 봉과 유출시험을 거

친 로브박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 및 운전비

  - 고가의 물질의 사용에 대한 근거

  - 고장 또는 오염된 장비의 교체시 비용과 수리 또는 제염시 

비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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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안전성 분석보고서 : 방사성폐기물 처리 소각로의 완공 

전에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분석과 건강상, 운전요원 및 일반인에 대한 안

전성 등이 확보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2. 공정 묘사

2차 연소실을 가진 CAI 소각로는 크게 폐기물 준비 및 투입설비와 배

기가스 처리 설비, 세정액 재생 설비, 재반출 및 포장설비로 구성되어 있

다.

가. 폐기물 준비 및 투입설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설비의 안전성과 작업의 편리성이 확보되어있

으며 유입되는 TRU폐기물들은 플라스틱 백에 봉되고 cardboard 

box(0.3×0.3×0.6m)에 저장된다.  이 폐기물은 먼저 Slot-box에 이송되고 

본 시설에서 개발된 MEGAS(multiple energy gamma assay system)설비

를 이용하여 기준치 10 nCi/g 까지 방사선 측정을 한다.  다음으로 X-ray 

투시기를 거쳐 불연성폐기물 및 액체병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sorting 

glovebox 내에서 제거한다.  검사 및 선별작업 후 저장용 glovebox에 이

송되어 약 5시간 정도 저장되며 ram feeder로 소각로 내부로 투입된다.

나. 소각

CAI 소각로의 특징은 구조의 단순성과 많은 운전경험을 통해 다양

한 종류의 폐기물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고 1차 연소실의 난류도가 낮기 

때문에 배기가스를 통한 입자상물질의 이동이 적다.  1차 연소실에서 당량 

공기가 유입되고 미연소 물질들은 2차 연소실로 유입되어 과잉공기로 완

전연소 시킨다.  이때 1차 연소실의 온도는 약 870℃, 2차 연소실은 약 

1100℃ 정도이며 체류시간은 최소 1.25 sec, 표면온도는 약 180℃정도이다.  

또한 elastomer로 코팅 처리하여 고무 또는 일부 플라스틱의 연소시 부식

을 대비하 다.

1차 연소실에 스팀을 주입함으로써 탄소의 연소를 증진하 고 2차 연소

실에도 과잉공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산소 및 연소성 가스 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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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하 다.

다. 배기체 처리

CAI로부터 배출되는 염소 및 황성분의 물질과 방사성물질들의 처

리를 위해 적용된 설비는 냉각탑, 벤츄리 스크러버, 흡수탑, 응축기, mist 

eliminator, 재가열기, HEPA 필터, ID fan 등이다.

1) 냉각탑

구조는 위쪽의 contacting 부분과 아래쪽의 separating 부분으로 

나뉘며 배가스는 약 70℃ 로 냉각된다.

2) 벤츄리 스크러버

냉각탑과 흡수탑의 중간에 위치하며 수렴(converging)부, 분산

(diverging)부, 압력조절 벨브로 구성되며 약 99wt%의 입자상물질을 제거

한다.  일반적으로 운전되는 압력강하 범위는 12.4 kPa 정도이다.

3) 응축기, 미스트 제거기, 재가열기

최종 HEPA 필터 전에 설치되어 배기가스내의 수증기를 제거하

여 부식과 HEPA 필터의 막힘 등을 예방하고 27 kPa 정도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4) HEPA 여과기

최종여과 장치이며 예비필터가 있는 부분과 예비필터가 없는 부

분이 연결되어 구성되었으며 필터 case는 27 kPa의 압력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다.

5) 배기용 팬(I.D. fan)

병렬로 연결된 fan의 용량은 정압 57kPa (230 inch-H2O), 53.8 

m3/min, 분출압 77kPa (310 inch-H2O) 이다.

라. 세정액 재생

세정액 재생설비는 'double failure' 개념으로 설계되었으며 주요장치

는 카트리지 여과기, 1,2차 열교환기, 가성제 주입장치, 냉각수 순환장치, 응축

물 수집장치, 가압 저장탱크 등이며 냉각탑과 벤튜리스크러버, 흡수탑으로부터  

유출되는 세정액은 100㎛의 카트리지 필터로 여과시키며 20%wt의 가성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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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pH 센서에 의해 조절됨)시켜 저장탱크에 저장하여 재활용된다.  냉각탑

에 사용되는 세정액은 오리피스 노즐의 막힘 현상에 대비하여 20㎛의 필터로 

다시 한번 여과시켜 사용한다.  1차 냉각기에서는 70℃에서 50℃로 냉각되며 

세정액의 배출은 세정액의 비중(약 1.05)과 탱크의 수위초과 여부에 따라 배

출된다.

마. 재 반출 장치

재를 반출하는 장치로는 중력반출장치 (Gravity ash-dropout system; 

GADOS)와 정전 시 소각로내의 재를 처리하기 위한 진공 반출장치가 있다.  

중력 반출장치로부터 배출된 재는 사이클론과 금속소결여과기를 거처 재 수집

호퍼에 수집되고 포장장치로 이동된다.  재 포장장치는 이중밸브로 구성된 

로브박스로 구성되어 있다.

바. 제어장치 및 보조설비

제어장치는 각 단위설비의 효율적인 운용과 감시장치를 통해 운전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초하여 설계되었다.  폐기물 투입장치와 1차 연소실

의 온도감지 장치는 보조연료(천연가스)의 주입량 등의 제어에 적용되고 1,2

차 연소실의 출구부분의 산소/가연물 감지장치는 2차 연소공기의 양과 미연소

물질의 제어에 사용된다.

배기가스 처리장치의 제어 변수로는 벤츄리스크러버  세정액의 주입양과 압

력강하, 흡수탑의 세정액의 주입률, 응축기의 기체 온도 저하, 재가열기의 온

도상승, HEPA 필터의 압력강하 등이며 모든 운전변수들은 소각로의 운  중 

감시되고 기록된다.  또한, 주요 운전인자들의 이상 시 자동적으로 경보장치가 

가동되며 주요인자의 경우 시스템이 중지된다.

비상시 전원공급을 위해 발전기가 준비되어 있으며 약 2시간 분량이 냉각

수 또한 준비되어있다. 압력공기의 공급을 위한 ‘fail safe'개념의 보조 공급장

치가 준비되어 있고, 1차 연소실의 갑작스런 정시 시 불연물질과 검뎅, 타르 

등에 의해 배기가스처리장치가 막힐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소화장치(스팀 주

입장치)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방사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의 각 

부분별로 물리적 차폐설비 와 4부분으로 구분된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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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부분과 저압부분으로 구분하여 시설 전체의 공기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 다.

3. 단위장치

CAI 장치의 6가지 주요설비는 폐기물 준비설비, 소각설비, 배기체 처리설

비, 세정액 재생설비, 재 반출 및 포장설비, 기타보조설비로 구성된다.

가. 로브박스

모든 로브박스와 폐된 작업공간은 다루기 간편하고 쉽게 내부를 

볼 수 있는 창문구조로 되어 있으며 창문은 금속의 열팽창에 의한 유출을 방

지할 수 있는 가스캣을 사용하여 기 을 유지하고 설치와 제거가 쉽게 설계되

었다. 로브박스 내로 유입/유출되는 공기는 HEPA 필터를 거쳐 여과되며 

내부는 항상 감압을 유지하여 방사성물질 및 오염물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

다. 대부분의 로브박스의 재질은 SUS 304가 사용되었고 소각로와 배기가

스처리 설비는 에폭시 페인트로 이중 코팅된 탄소강으로 제작되었다.

1) 로브박스의 화재예방

폐기물 준비를 위한 로브박스는 온도조절용 스프레이노즐에 의해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염물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한된 양의 화재진

압용 물을 사용할 수 있다.

나. 폐기물 투입 준비설비

폐기물 투입 준비설비는 폐기물내의 방사성물질을 확인하고 연소에 적

합한 준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폐기물 반입/저장부분과 폐기물

검사, X-선 투시 부분, 폐기물 선별 로브박스, 폐기물 저장 로브박스로 

구성되어있다.

1) 폐기물 반입 부분

MEGAS(multiple energy gamma assay system)설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반입하며 SUS 304를 사용하여 제작하 으며 access, bag in/out 

port, 자동 슬라이딩 도어로 구성된다.

2) 폐기물 검사(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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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학 스팩트럼(from 2.7 fJ(170 keV)ℓ x-ray region for 239Pu 

to 64 fJ(400 keV) gamma region for 239Pu)을 이용한  MEGAS 설비를 이

용하여 폐기물의 방사선(Pu, Am)량 측정 및 처리가 부적합한 핵분열 물질의 

검사와 과량의 TRU폐기물의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후 폐기물의 중량을 측

정하며 폐기물의 수와 방사선 양 및 종류, 고준위 물질에 대한 주의사항, β

γ 방사선량 등의 자료를 저장한다.

3) Microdose x-ray

공항의 보안검사대와 같이 컨베이어에 운송되는 폐기물내의 불연성 

물질(금속물질 및 액체병)등을 검사할 수 있다.

4) 선별 장치(Sorting glovebox)

폐기물 선별장치는 선별부분, buket crusher(19L), 분쇄기 등으로 

구성된다.

5) 저장 설비(Storage glovebox)

다. 소각로

1) 폐기물 투입 시스템

폐기물은 Side ram(airlock, elevator, ram)과 Main ram을 통해 1

차 연소실 화격자 위로 투입된다. 투입되는 폐기물의 크기는 0.3×0.3×0.6이

며 ram의 길이는 2.4m 정도이다.

Main ram과 폐기물 투입문(Guillotine door)의 개선사항은 ram chain의 재

설치, water 스프레이시 Ar가스사용, main ram과 guillotine door의 봉 물

질로 에폭시로 이중 코팅된 탄소강의 사용 등이다.

2) 1차 연소실

소각로의 재질은 탄소강이며 Al2O3 와 SiO4 가 내화물질로 사용되

었으며 운전 시 소각로 외부의 표면온도는 180℃정도 다.  폐기물과 함께 당

량 공기가 주입되었으며 때때로 폐기물의 양이 많은 경우 수분동안 당량 공기 

이하의 분위기가 유지되었다.

3) 2차 연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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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소실은 1차 연소실에서 유입되는 배기가스를 완전 연소시키

는 기능을 수행한다.

4) 소각로의 개선

-소각로 철판과 내화물의 사이에 HypaionⓇ을 도포하여 연소 시 

생성되는 산성물질의 diffusion barrier로 사용

-탄소성분과의 반응과 시스템 정지 시 급속 소화를 위한 스팀주입

장치 설치

-소각로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감시창 설치

-노즐 혼합형 버너로 교체

-소각로내부의 압력을 -0.5 kPa 정도로 유지

라. 배기체 처리장치

1) 냉각탑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약 1100℃의 가스온도를 약 70℃로 냉각시킨

다. 부식을 대비하여 강화유리섬유로 제작하 고 tower내부의 완만한 열흐름

을 위해 brick lining과 water film 기능이 사용되었으며 tower 내벽으로의 

열전달을 방지하 다.

2) 벤츄리 스크러버

벤츄리스크러버를 이용하여 배기체 내의 입자상물질을 제거함으로

써 HEPA 필터의 부하를 줄이도록 하 다.  주요 부분은 converging / 

diverging section, 목부위 조절 밸브이다.

3) 흡수탑

3.75cm 크기의 pall ring 이 충전되었으며 충전된 높이는 3.3m이다.

4) 응축기, 데미스터, 재가열기

5) HEPA 여과기

예비필터를 사용함으로써 HEPA 필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예비필터와 2개의 HEPA 필터를 사용하여 0.3㎛이상의 입자를 99.97%이상 

제거효율을 얻을 수 있다.

6) 배기용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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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세정장치 재생 설비

바. 재반출 및 포장 설비

- GADOS

- Vacuum Ash Removal

- Solid Separation and Packaging

- Blower

사. 기타 보조설비(Process Utilities)

- Electrical Power

- Compressed air supply

- Plant air supply

- Instrument air supply

- Natural gas supply

- Plant wat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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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산소 소각기술

제 1 절  산소부화 소각기술 현황

미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는 기존의 일반 소각

기술 보다 독성 및 유해 폐기물 처리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혁신적인 

10가지 열처리기술로 “산소부화 소각기술”을 포함한 10가지 기술을 선정

하 다[27].  산소는 그 자체가 연소하지 않지만 연소속도를 크게 가속시

키는 강한 산화제로 화학 반응성이 매우 크다.  대부분의 연소공정에서는 

연소반응에 필요한 산소를 공기로 공급되는데 공기는 부피 기준으로 약 

21%의 산소와 79%의 질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산소부화 소각기술에 대해 국내외 기술을 분석하여 기술현황분

석보고서[28]로 이미 작성한 바 있으며, 여기서는 보고서의 내용 중 산소

부화가 소각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요약하여 기술하 다.

1. 산소부화 효과

가. 연소효율 증대

연소반응에 있어 최고 온도는 연료와 산화제 모두 희석성분이 없

는 화학 양론비 조건에서 가장 많은 연소열을 발생하도록 반응시켜야 얻

을 수 있다.  산소부화한 상태로 연소시키면 연료와 산소간의 연소반응에 

희석제로 존재하는 질소의 양이 감소하고 산소 및 연료의 분압이 높아지

므로 반응 속도는 산소부화 정도에 따라 증가한다.  이렇게 연소반응 속도

가 증가하면 연소 온도 및 효율이 증대하고 열 전달속도도 커지게 된다

[29].

나. 인화성

연소반응에 있어 산소부화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 산화제 내 산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료에 대한 인화성 한계 범위가 증대된다.  연료-

공기 혼합물의 하한 인화성 한계(희박한계)는 산소부화율에 거의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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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는다.  이것은 희박한계 이상의 과잉산소는 질소처럼 열 흡입체 

(heat sink)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한 인화성 한계 (농후한계)는 

산소부화에 따라 크게 확대된다.

다. 단열화염온도 (Adiabatic flame temperature)

단열화염온도란 단열용기에서 완전 연소되고 해리가 일어나지 않

는 조건으로 연소반응이 일어날 때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말한다

[30].  공기 대신 산소부화 기체로 연소시키면 희석제인 질소를 연소온도

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열 손실이 작아지고 따라서 발생된 모든 열은 보다 

적은 양의 연소가스에만 한정되므로 단열화염온도가 크게 증가한다.  저 

농도 산소부화 역에서는 1%의 산소농도 증가에 따라 약 50℃ 정도의 

화염온도 증가가 일어난다.  화염온도의 증가속도는 산소부화 정도에 따라 

점차 감소하다가 고 농도 산소부화 역에서는 사라진다.

이러한 현상에는 2가지 주요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산소부화율이 1% 

증가함에 따라 제거되는 질소의 양이 고농도 산소부화 역에 도달할수록 

감소하고, 둘째는 고온에서 CO2와 H2O의 흡열 해리반응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 연소속도

연소온도가 높으면 연소속도 역시 증가한다.  반응속도가 절대온도

에 대해 지수함수이므로 산소를 사용하면 산화공정의 속도는 크게 증가한

다.

마. 점화온도

공기 대신에 산소를 이용하는 경우 연료의 점화 온도는 약 5 ∼ 

70℃ 정도 낮아진다.  자연발화온도 역시 일반적으로 약간 낮아진다.  낮

아지는 정도는 연료에 따라 달라지나 대개 가스상 연료보다 액상 연료에 

있어 더 뚜렷하다.  산소부화 공기로 연소하는 경우 점화온도가 낮아지는 

정도는 산소의 농도가 작아짐에 따라 감소한다.

2. 배기체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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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제에서 질소가 줄어든 만큼 연소가스의 양도 줄어든다.  메탄과 프

로판 연료에 대해 공기를 산소로 대체하여 연소할 경우 주어진 연소속도

에서 공기를 사용할 경우에 비해 배기체 발생량은 70% 이상 감소한다.  

순산소 중에서 메탄을 연소시키면 단지 1/10 정도의 연소가스 만을 발생

하면서도 같은 정도의 이용 가능한 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연소

가스의 감소는 소각시설에서 배기체 처리설비가 차지하는 규모나 비율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다.  공기를 산소로 대체하여 연소가스의 

양이 감소함으로 가스의 배출 유속은 거의 10 배정도 감소하는 이점도 있

다.  따라서 소각로 내에서의 체류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파괴/제거효

율 (Destruction and Removal Efficiency; DRE)도 증가하게 된다.  가스 

유속이 작으면 동반 이월되는 비산재도 적어져 입자상 물질의 배출도 감

소하게 되므로 이들을 제거하는 설비로 인한 비용도 절감된다[31].

3. 배기체 조성

산소부화 소각 시 발생되는 배기체는 공기 중에서 연소되며 발생하는 

배기체와 그 조성이 다르다.  공기와 함께 연소되는 메탄의 배기체는 양론

적으로 질소 71%, 이산화탄소 10%, 수분이 19%인 반면, 산소와 함께 연

소되는 경우 이산화탄소가 1/3, 수분이 2/3 정도 발생할 뿐이다.  이러한 

배기체 조성의 변화는 공기 중에 포함된 비반응성 물질인 질소가 감소함

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이산화탄소와 수분의 생성량은 동일하다.

4. 질소산화물

높은 화염온도에서 존재하는 2가지의 경쟁적인 효과로 인해 NOx 

생성속도는 질소농도가 낮아짐에 따라 포물선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산소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열화염온도는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NOx 생

성은 더 촉진되지만 NOx 생성에 필요한 질소도 감소한다.  2가지 효과가 

결합하여 NOx 생성이 최대가 되는 곳은 약 60% 산소농도이다.  100% 산

소농도에서는 질소가 전혀 없으므로 이론적으로 질소산화물은 생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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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27].

5. 산소부화소각의 이점

가. 소각처리용량 증대[27, 29, 32∼36]

산소부화 공기를 이용함으로 소각처리용량이 개선되는 정도는 각각

의 소각방식이 갖고 있는 제한사항의 특성에 따라 좌우된다.  일반 소각공

정에서 볼 수 있는 제한사항은 연료 및 공기 공급계통의 용량한계와 대기

오염 물질의 제어장치를 포함한 배기체 취급계통의 용량제한이다.  공기를 

산소부화하여 공급하면 같은 양의 연료를 주입할 경우에 비하여 산화제나 

배기체의 부피가 크게 감소하므로 이러한 문제들은 매우 효율적으로 극복

할 수 있으며, 특히 보조연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저 발열량 폐기물의 경

우 그 이득은 상당히 크다.

나. 소각성능 개선[29, 34, 35]

산소부화를 통해 화염온도가 증가하면 산화속도가 개선되므로 높은 

DRE를 얻을 수 있는 현상은 아직 자세히 밝혀지진 않았다.  그러나, 

1,100℃이상의 고온에서의 연소반응은 매우 작은 반응 속도보다 산소와 생

성물간의 물질전달 과정 (즉, 분무화, 증발 및 혼합)의 속도저하 때문에 크

게 제한 받는다.  그러므로 높은 운동량과 알맞은 온도를 지닌 화염이 소

각에 더 유리하며 실제로 공기를 사용하여 잘 운전되는 소각공정의 경우 

약 1,000∼1,200℃의 온도에서 매우 높은 DRE를 얻을 수 있다[29].

다. 연료 절감[27, 29, 32∼37]

천연가스와 찬 공기로 운전되는 재래의 소각로의 경우 연료가 발생

하는 열량의 약 50∼70 %가 배기체의 현열로 손실된다.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산소로 대체하면 연도로 배출되는 가스에 포함된 질소가 감소된 

것에 상응하여 현열 손실이 매우 작아진다.  연도배출 가스의 온도가 증가

할수록 그 온도이상에서 일정량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연료가 더 많

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차이는 산소의 함량이 작아질수록 더욱 커지게 

된다.  연도배출가스 내 산소과잉이 같이 증가할 때 공기/연료 계통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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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효율은 산소/연료 계통에 비해 훨씬 빨리 저하한다.  결과적으로 공기를 

산소로 대체함으로 얻는 연료절감은 연도배출가스 내 산소과잉 정도가 높

을수록 더 커지게 된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소부화에 따라 

소각처리용량의 증대까지 고려하면 연료절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

라. 분진의 동반배출 감소[29, 32, 33, 38]

분진이 동반 배출되는 문제는 입자크기, 분진 특성 및 연소로 내에

서 공기역학적 거동과 관련되어 있어 산소부화로 인해 분진의 동반배출이 

감소되는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산소부화 공기를 사

용함으로 연소가스 발생량이 적어지고 따라서 연소로 내 가스의 공탑속도

가 줄게 되어 결국 분진의 동반배출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동반배출 

분진의 감소는 2차 연소실을 갖춘 일반적인 소각공정에서 일어나는 슬래

그(slag) 형성을 줄게 한다[38, 39].  일단 슬래그가 생성되면 이를 제거하

기 위해 소각시설 운전을 멈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산소부화 소각공정에

서는 공기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소각 보다 연속운전시간 (on-stream 

time)이 훨씬 더 길어진다.

제 2 절   산소 소각공정 제작

1. 산소 소각공정 모사

가. 일반 소각공정 모사

국내 원전연료를 제조하는 한국원전연료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

물의 연도별 발생량 및 비율은 표 7과 같으며, 이들 폐기물에 대해 원소 

및 공업분석 결과와 발열량 분석치를 표 8에 보 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공기를 사용하는 일반 소각공정의 배기체 발생량을 알아보기 위해 



표 7. 한국원전연료(주) 발생 알파폐기물 발생량 (단위; 200리터 드럼) 

     

      

   주요성분 

년도

금속물 콘크리트 폐필터 석회침전물 합성물 잡고체 합 계

금속, 유리 Lime stone

Neoprene, 

PE,PVC, 

고무호스

방호복/화, 

마스크, 장갑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0

  9

 5

 7

 6

 6

48

32

78

61

0

0

1

0

0

0

4

0

13

4

21

44

79

319

238

191

137

274

231

98

0

4

7

46

71

60

44

47

39

58

0

4

3

5

5

5

3

5

10

19

27

85

101

94

87

89

82

71

140

59

48

146

196

471

407

351

318

429

511

299

발생량 합계

감용처리

‘97 저정량

       252

         0

       252

22

0

22

1,632

103

1,529

376

0

376

59

12

47

835

261

574

3,176

376

2,800

드럼당 

무게(kg)
250 250 25 250 8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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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가연성 알파폐기물의 연소특성 분석 결과 

폐기물

종류
구성비

공 업 분 석 치 원 소 분 석 치
열량

(kcal/kg)
수분 휘발분

고정
탄소 재 C H O N S Cl Etc.

제염지

비닐류

마스크

섬유류

방호화

0.35

0.1

0.2

0.3

0.05

0.06

0.04

0.10

0.10

0.04

0.93

0.95

0.89

0.80

0.76

0.00

0.00

0.00

0.09

0.17

0.01

0.01

0.01

0.01

0.03

0.78

0.51

0.81

0.49

0.71

0.13

0.08

0.13

0.07

0.12

0.08

0.06

0.05

0.40

0.10

0.00

0.00

0.00

0.03

0.00

0.00

0.00

0.00

0.00

0.02

0.00

0.34

0.00

0.00

0.02

0.01

0.01

0.01

0.01

0.03

10,770

10,840

10,890

4,480

7,070

평균치

 -구성비고려

 -건조기준

 -재제외

0.077

-

0.877

0.950

0.035

0.038

0.011

0.012

0.669

0.677

0.107

0.108

0.169

0.171

0.009

0.009

0.001

0.001

0.035

0.035

0.012

-

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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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연소실에서 공기과잉비 (=실제 공기 공급량 / 이론적 공기 소요

량), m이 1.5, 2.0, 2.5로 운전하 을 경우에 대해 물질수지로부터 배기체의 

발생량과 조성을 계산하고 또, 열수지로부터 예상되는 소각온도를 구하여 

표  9, 10에 나타내었다. 

폐기물의 완전연소를 위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2중 연소실 구조

의 경우 후연소실은 1차 연소실에서 미연소된 탄소나 유기성분을 고온의 

조건에서 다시 한번 연소시키기 위해 보통 고온용 버너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2중 연소실 구조를 가정하고 공기과잉비를 2.5로 유지하면서 후연

소실의 온도를 가스버너로 1100, 1200 ℃까지 올리는 소각모드에 대해서도 

물질 및 열 수지를 이용하여 배기체 발생량과 조성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표 9, 10에 보 다.

나. 순산소 소각공정 모사

배기체의 일부가 재순환하고, 산화제로 순산소만을 사용하는 산소소

각공정을 가정하여 알파폐기물을 소각하는 연소실험장치를 설계하기 위해 

산소버너, 원통형 연소실, 급속 냉각기, 고온 세라믹 여과기, 유인 송풍기, 

그리고 수분 응축 제거기를 갖춘 산소부화 연소실험 장치를 그림 1과 같

이 구성하여 물질 수지를 계산하 다.  이 계산에 사용된 가정은 아래와 

같다.

- 소각용량 : 10 kg/h (열용량 350 MJ/h)

- 대상 폐기물 : (주)원전연료 발생 가연성 폐기물

- 배기체 중 산소농도 : 6% 이상으로 유지

- 초기 예열단계를 제외한 정상운전 시 버너사용 없음

- 소각공정으로 유입되는 공기량 무시

- 재순환하지 않는 배기체는 수분 응축 제거기를 통과한 후 굴뚝

을 통해 외부로 배출

순산소만을 사용함으로 연소실 내 소각온도가 너무 올라가는 것을 방지



표 9. 일반 공기소각공정의 운전모드에 따른 소각온도 및 배기체 발생량

일반 소각로

단일연소실 소각로
2중 연소실

소각로

m=1.5 m=2.0 m=2.5 m=2.0 m=2.5

소각온도 (℃) T1=1200 T1=950 T1=800
T1=900

T2=1100

T1=1000

T2=1200

배기체량

(Nm
3
/kg-waste)

<상대비교값>

12.06

<3.9>

15.86

<5.2>

21.86

<7.2>

29.83

<9.8>

36.53

<12>

주) m : 공기과잉계수 = 실제 공기량 / 이론적 필요 공기량

T1 : 일차 (또는 단일) 연소실 소각온도, T2 : 이차 연소실 소각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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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일반 공기소각공정의 운전모드에 따른 예상 배기체 조성

공기 소각로

단일연소실 소각로
2중 연소실

소각로

m=1.5 m=2.0 m=2.5 m=2.0 m=2.5

배기체 조성 

CO2 (%)

H2O (%)

N2 (%)

O2 (%)

SO2 (ppm)

HCl (ppm)

NOmax (ppm) 

9.9

9.9

73.5

6.5

30

1730

620

7.6

7.9

74.5

9.9

20

1310

170

6.5

7.3

75.0

11.1

20

950

120

7.4

8.8

74.7

9.0

10

700

430

7.8

9.6

74.6

8.0

10

570

690

주) m : 공기과잉계수 = 실제 공기량 / 이론적 필요 공기량

NOmax : 평형상수로부터 계산된 농도로 실제 소각 시는 계산 값의 약 1/3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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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순산소 소각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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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소각 배기체의 일부를 다시 연소실로 재순환할 경우 재순환

비 (= 연소실로 재순환되는 양 / 연소 후 발생되는 전체 배기체량), r=0.5, 

0.7, 0.9의 3가지 경우에 대해 산소과잉계수, m=1.1, 1.2, 1.3이 되는 조건으

로 계산하여 표 11, 12, 13에 보 으며, 이를 요약하면 표 14와 같다.

배기체 중 산소농도를 6%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소과잉

계수, m=1.1 만 되어도 충분하 으며, 공기를 이용한 소각공정에서 일반적

으로 유지되는 배기체 중 산소농도 10% 이상은 m=1.2 정도면 충분하

다.  이 조건에서 배기체의 발생량은 단일연소실 소각로에서 m=2.0으로 

소각할 경우 발생되는 배기체량의 0.12 (r=0.5) ∼ 0.16 (r=0.9) 정도만 발

생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 고농도 산소 소각공정 모사

소각온도의 과열을 방지하는 또 다른 운전 방식으로는 순산소를 사

용하지 않고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하여 배기체를 재순환하지 않고 연소하

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연소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산소농도가 

50%, 70%가 되는 조건으로 연소할 경우 발생되는 배기체의 양을 계산하

여 m=2.0으로 공기를 이용하는 일반 소각공정에서 발생되는 배기체와 비

교하여 표 15에 나타내었다.  표 15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기소각에 비해 

고농도의 산소만 사용하여도 이론적으로 배기체 발생량을 약 1/5 까지 줄

일 수 있으며, 순산소를 사용하고 배기체의 일부를 재순환하는 방식으로는 

약 1/7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2.  산소 소각공정 제작, 설치

가. 산소버너 및 산소공급/제어부

산소버너를 포함한 산소공급/제어 관련설비는 미국 Union Carbide 

사가 개발, 특허 등록하여 현재는 다국적 기업인 PraxAir 사가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US Patent No. 4378205[40], 4541796[41], 4907961[42]에 따

라 제작된 저 NOx 발생 산소버너를 (주)성주엔지니어링을 통해 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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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산소공급량 및 재순환비에 따른 배기체 발생량 비교

산소과잉계수, m=1.1 산소과잉계수, m=1.2 산소과잉계수, m=1.3

재순환비, r 재순환비, r 재순환비, r

0.5 0.7 0.9 0.5 0.7 0.9 0.5 0.7 0.9

배기체량(Nm
3
/kg-폐기물) 1.66 1.86 2.33 1.87 2.09 2.48 2.08 2.33 2.63

배기체 조성 

CO2 (%)

H2O (%)

N2 (%)

O2 (%)

SO2 (ppm)

HCl (ppm)

68.9

19.9

0.0

9.6

390

12,190

60.8

29.3

0.4

8.4

340

10,760

45.4

47.2

0.3

6.3

260

8,040

61.2

20.3

0.0

17.0

340

10,830

53.9

29.8

0.3

15.0

300

9,540

42.7

44.4

0.2

11.9

240

7,560

55.1

20.7

0.0

22.9

310

9,740

48.4

30.3

0.3

20.2

270

8,560

40.3

41.9

0.2

16.8

230

7,140

주) 배기체 중 산소농도를 6% 이상으로 유지

산소과잉계수 = 실제 산소량 / 이론적 필요 산소량

재순환비 = 연소실로 재순환하는 배기체량 / 연소가스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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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산소부화방식에 따른 배기체 발생량 비교 

산소부화 소각 공기 소각

배기체 재순환 운전 배기체 재순환 없음

단일연소,

m=2.0
산소농도 100%, m=1.2 산소농도 

70%, 

m=1.15

산소농도

50%,

m=1.2r=0.5 r=0.7 r=0.9

배기체량(Nm
3
/kg-폐기물)

<vol. reduction ratio>

1.87

<0.12>

2.09

<0.13>

2.48

<0.16>

3.27

<0.21>

4.46

<0.28>

15.86

<1.0>

배기체 조성 

CO2 (%)

H2O (%)

N2 (%)

O2 (%)

SO2 (ppm)

HCl (ppm)

61.2

20.3

0.0

17.0

340

10,830

53.9

29.8

0.3

15.0

300

9,540

42.7

44.4

0.2

11.9

240

7,560

36.6

31.7

23.8

7.2

107

6,370

26.8

23.3

42.4

7.0

79

4,670

7.6

7.9

74.5

9.9

20

1,310

주) 배기체 중 산소농도를 6% 이상으로 유지하는 조건

산소과잉계수, m = 실제 산소(공기)량 / 이론적 필요 산소(공기)량

재순환비, r = 연소실로 재순환하는 배기체량 / 연소가스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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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버너, 산소/연료 공급설비, 그리고 산소공급/제어 설비의 사진은 각

각 그림 2, 3, 4와 같으며, 제작 관련 상세 도면 및 산소버너 운전/유지 절

차서는 부록 3에 실었다.

나. 연소실 및 배기체처리설비

연소실을 포함하여 증발 냉각기, 세라믹 여과기, 유인 송풍기, 수분 

응축기와 굴뚝은 (주)고려소각로공업에 의해 제작, 설치되었다.  설치된 산

소 소각공정의 공정도는 그림 5와 같으며, 설치된 산소 소각공정의 전체 

모습은 그림 6과 같다.  각 단위공정별 사진은 그림 7 - 13과 같으며, 이

들 각각에 대한 상세한 제작도면 및 운전/유지 절차서는 부록 4에 실었다.  

제작된 연소실의 내부 용량은 앞서 소각공정모사에서 계산된 배기체 발생

량과 비교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 으며, 이를 표 16에 나타내었다.

제 3 절   산소 소각공정 운전

제작된 산소 소각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연구소 내에서 구할 수 있는 폐

지 (A-4크기의 일반 복사용지 및 도서가 주성분)와 (주)유한킴벌리에서 

제조된 제염휴지(L-300형)를 대상으로 연소특성실험을 수행하 으며, 실험

에 사용된 폐지와 제염지의 공업 및 원소분석자료는 표 17과 같으며, 실험

조건은 표 18과 같다.

1.  산소 소각공정 운전

산소저장 용기와 LPG 저장용기를 열어 설정 압력에 이르면 유인 송풍

기를 가동시킨 후 산소버너를 점화시키고 연소실의 온도가 예열기준 온도

인 약 600℃에 이르도록 한다.  이 때 여과집진 설비에 설치된 세라믹 여

과기가 고온에는 강하나 다량의 수분에는 매우 취약하여 쉽게 연결부가 

손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에 유입되는 연소기체의 온도



그림 2. 제작된 산소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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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산소 및 연료 공급설비 



그림 4. 제작된 산소버너 제어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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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산소 소각실험장치의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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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설치된 산소 소각실험장치(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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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연소특성실험에 사용된 종이류 폐기물의 특성치 

폐기물

종류

공 업 분 석 치 원 소 분 석 치
열량

(kcal/kg)
수분 휘발분 고정

탄소
재 C H O N S Cl Etc.

폐지

제염지

0.061

0.083

0.733

0.809

0.060

0.101

0.146

0.007

0.324

0.410

0.051

0.059

0.468

0.522

0.001

0.000

0.000

0.000

0.001

0.001

0.155

0.008

3,224

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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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산소 소각특성실험 조건 

           실험번호

항목
O4031 O4032 O4033 O4034 O4101 O4102 O4262 O4263 O4264 O4265 A4133 A4134

산화제 순산소 공기

산화제 유량, Am3/h 20 25 15 10 20 20 20 15 12 10 40 40

폐기물 폐지 제염지 폐지

폐기물투입온도, ℃

(연소실 출구 기준)
800 850 900 850

산소버너가동 ON OFF ON OFF

연소실 압력,mmH2O -20 -18 -16 -7 -8 -12 -12 -8

재순환 밸브 개폐비 0.5 0.5 0.5 0.7 0.5 0.7 0.5 0.7 0.9 0.9 0 0

연소실험 시간, min. 60 30 15 20 40 60 35 5 15 15 3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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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정 여과기 운전온도인 150℃ 이상에 이르게 해야 한다.  연소실 

내부온도가 약 600℃에 이르면 외부 공기유입을 차단하고 대신 산소를 공

급한다.  산소의 공급은 연소실 표면을 따라 만들어진 저장용기를 통해 연

소실 내부까지 뚫어진 주입구를 통해 화상표면에 직접 이른다.  

폐기물 투입은 연소실 상부에 위치한 상부 투입문을 열어 미리 준비된 

포장물을 넣고 문을 닫은 후 하부의 공압식 슬라이딩 투입문을 작동시켜 

연소실 내부로 투입시키고 다시 슬라이딩 투입문을 닫는다.  폐지 및 제염

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소실험에서는 폐기물 약 1 kg씩을 준비하여 이를 

종이 포장용지에 담아 포장물로 만들었다.  예열단계 직후 연소실 출구온

도가 소각기준온도에 이르기까지는 포장물을 연속으로 투입하고, 연소실 

출구온도가 소각기준온도인 850℃ 이상에 이르면 이 온도를 기준으로 그 

온도이하로 떨어지는 순간마다 포장물을 하나씩 투입하 다.  소각운전이 

안정한 상태에 이르면 산소버너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폐기물만으로 연소

가 진행되도록 한다.  연소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연소실 내부 (T1), 연소

실 출구 (T2) 및 증발 냉각기 출구 (T3)의 온도를 매 2분마다 읽어 기록하

으며, 개개의 포장물을 투입함으로 인해 온도가 상승하여 연소실 출구온

도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시각 및 온도를 기록하 다.

소각실험장치의 굴뚝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는 배기체 중 산소, 황산화

물,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배기체 자동 분석기인 

TESTO-350 (독일 Testo GmbH & Co.제조)을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공정을 흐르는 기체의 유량은 Hot Wire Anemometer (일본 Denshi Co., 

Ltd제조, 모델번호 V-02-AD500)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2. 실험결과 및 검토

산소 소각공정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2종의 종이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공기공급 조건, 산소공급 조건, 연소기준온도, 재순환비 등의 조업변수를 

변화시키면서 그 연소특성을 실험하 다.  실험을 통해 얻은 산소 소각공

정의 상세한 운전자료, 실험 결과 및 고찰 등은 연구보고서 KAERI/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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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2000[43]에 자세히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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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국내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가연성 알파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을 개

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알파폐기물 소각 및 용융처리 공정의 기술동향과 

소각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 다.  핵연료를 제조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우라늄 함유 가연성 폐기물을 대상으로 이를 소각한다는 가정아래 연소특

성을 모사하여 일반 공기소각공정과 비교하 다.  또, 산소 소각공정 내에

서 일어나는 연소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실 규모 산소 소각공정을 설

계, 제작, 설치하는 전체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 다.

- 알파폐기물을 처리하는 외국의 소각, 용융 관련기술의 현황을 고찰하

으며, 소각공정 개선사례 등을 통하여 향후 소각공정 개발에서 고

려해야할 사항을 검토하 다.

- 국내 소각관련 규정을 최근 개정된 법규에 따라 검토하 으며, 해당 

법규의 내용 중 소각관련 부분을 부록에 실었다.  또, 국외 소각관련 

규정 및 지침을 검토하 고, 실제 이러한 규정에 따라 소각공정을 설

계 및 건설, 운 하는 과정을 예로 기술하 다.

- 국내 원전연료 제조단계에서 발생하는 우라늄 함유 가연성 폐기물을 

대상으로 산화제로 공기, 산소부화된 기체, 순산소를 사용하여 소각

할 경우에 대해 물질 및 열 수지를 통해 모사한 결과 순산소를 사용

하는 소각공정의 배기체의 발생량이 기존의 일반 공기 소각공정에 

비해 이론적으로 약 1/7이하, 유입되는 공기를 감안하더라도 약 1/4

이하까지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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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소각공정을 알파폐기물 처리에 적용하기 위해 우라늄 함유 가

연성 폐기물을 순산소만을 사용하여 소각하는 공정을 약 10 kg/h 규

모로 설계, 제작, 설치, 운전하는 세부 과정을 기술하 다.  이러한 

세부과정은 크게 2개의 큰 부분 -산소버너와 소각공정-으로 나뉘어 

그 각각에 대해 설계도면을 포함한 운전/유지 지침서를 부록에 기술

하여 향후 관련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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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소각시설관련 환경부 법규

1-1. 소각시설 설치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관련, 별표 7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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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처리시설

가. 공통기준

(1) 소각시설은 자체중량 및 적재하중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리에 사용하는 처리약품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나. 소각시설

(1) 공통기준

(가)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보조연소장치를 설

치하여야 한다.

(나)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라) 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시설규모,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소각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

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바)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에는 시설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

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사)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경우에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



- 111 -

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 600도 이상(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시

설에 한한다)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자)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외부를 철판으로 피복한 경우에는 본체의 고온부위를 내열도료로 도색 또는 단열

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그 외부표면온도를 섭씨 80도 이하(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120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소각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도 이하(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

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 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처리능력

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일산화탄소․산소․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서 환경기술개

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을 적합하게 설치(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

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

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파)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소각재의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하)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처리시설의 외부로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인 경우에는 공기차단시설 등 간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거)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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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일반소각시설

①연소실(연소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섭씨 800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이어야 

한다.

②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0.5초 이상,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도(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종이․목재류만을 소각

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③바닥재의 강열감량(바닥재중 연소되지 아니한 물질의 함유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퍼센트 이하(지정폐기물 외

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이후 가동 개시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강열감량

이 5퍼센트(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10퍼센트)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2차 연소실이 없는 연소방식 중 연속투입방식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투입할 연소실과 외부공기가 차단되도록 이중

문 등의 구조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연소실은 출구기준온도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폐기물을 일괄 투입하여 연소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소량의 공기로 가스화시키는 가스화실과 이에 접속된 연소실

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이 경우 가스화실은 연소가스체류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연소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고온소각시설

①2차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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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차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

은 섭씨 1,1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③고온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1차 연소실에 접속된 2차 연소실을 갖춘 구조이어야 한다.

(다) 열분해시설

①폐기물투입장치․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가스연소실(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열회수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도에서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④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열분해 시 발생하는 탄화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고온용융시설

①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고온용융시설에서 연소가스의 체류시간은 1초 이상이어야 하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

우 체류시간은 섭씨 1,2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③고온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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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각시설 검사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관련, 별표 7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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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   사   항   목

설치검사

ㅇ 소각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연소상태 유지여부

ㅇ 연소실 출구온도 유지여부

ㅇ 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정여부

ㅇ 바닥재 강열감량 적정여부

ㅇ 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ㅇ 연소실 공기 또는 산소공급장치 작동상태

ㅇ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정성

ㅇ 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ㅇ 압력측정계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ㅇ 계량시설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ㅇ 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ㅇ 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정성

ㅇ 연소실 외부 피복상태 및 외부표면온도

ㅇ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유입가스온도

ㅇ 배출가스의 연속측정․기록장치 작동상태

ㅇ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 유입․유출 여부

ㅇ 내부 연소상태 투시공 설치여부

ㅇ 소각재의 흩날림 방지조치 여부

ㅇ 표지판 부착여부 및 기재사항

정기검사

ㅇ 적정연소상태 유지여부

ㅇ 소방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ㅇ 보조연소장치의 작동상태

ㅇ 배기가스온도 적정여부

ㅇ 바닥재 강열감량

ㅇ 연소실 출구가스온도

ㅇ 연소실 가스체류시간

ㅇ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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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각시설 관리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관련, 별표 8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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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이 처리시설로부터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시설의 가동을 정지하여야 하며, 유출된 폐기물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2)의 (가)에서 정하는 침출수배출허용기

준)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침출수를 별표 7 제2호나목(2)(마)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 등 필요한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동파우려가 있는 시설․장비는 가동후에 배관의 물을 제거하거나 이와 유사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중간처리시설의 경우

(1) 소각시설

(가) 공통기준

①당해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만을 소각하여야 한다.

②연소실안의 공기량과 보조연소장치를 조절하여 완전연소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보조연소장치 또는 기타 방법을 사

용하여 섭씨 800도(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

며,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을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③연소가스의 역류, 외부유출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시설안의 압력이 부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연소식 

또는 분무연소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배기가스의 온도는 연도 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슬점 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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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가스중의 다이옥신 농도가 다음의 기준 이내로 배

출되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환경부령 제27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1997월 7월 19일)당시 공사중이었거나 그 이후 설치된 

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 0.1ng-TEQ/N㎥

㉯1997년 7월 19일 이전 설치된 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구  분 2003년 6월 30일까지 2003년 7월 1일이후

배출기준
(ng-TEQ/N㎥)

0.5 0.1

비고 : 배출기준은 표준산소농도 12퍼센트 및 국제독성등가환산계수(I-TEF)로 환산한 농도이다.

⑥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농도를 4시간 평균 50피피엠(표준산소농도 12퍼센트로 환산한 

농도로서 4시간 평균치를 말한다)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⑦연소실․열분해실 또는 고온용융실의 최종출구온도,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중의 

일산화탄소․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⑧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

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⑨소각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중에는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소각시설의 적정한 운전을 위하여 운전지침서를 비치하고 이에 의하여 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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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기준

①일반소각시설

㉮연소실(연소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

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종이 또는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0.5초,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

램 이상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

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가동개시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강열감량이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②고온소각시설

㉮연소실(연소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③열분해시설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열분해 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

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④고온용융시설

㉮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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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용융시설은 연소가스가 1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고온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용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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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관련, 별표 8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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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나. 소각시설의 경우 : 다이옥신

2. 측정주기

 나. 소각시설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 : 연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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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관련, 별표 8)



   [별표8] <개정 2000.10.30>

배출허용기준(제12조 관련)

오염물질 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1. 가스상물질
2004년12월31일까지 2005년1월1일이후

오염물질 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황산화물

(SO2로서)
아.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 200㎏/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3) 소각용량 200㎏/시간 미만인 시설

300(12)ppm이하

30(12)ppm이하

70(12)ppm이하

100(12)ppm이하

2004년12월31일까지 2005년1월1일이후

암모니아 다. 기타 시설 100ppm이하 100ppm이하

일산화

탄소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 200㎏/시간 이상 2톤

      /시간 미만인 시설

  (3) 소각용량 200㎏/시간 미만인 

      시설

600(12)ppm이하

50(12)ppm이하

200(12)ppm이하

300(12)ppm이하

질소산화물

(N02로서)
다.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 200㎏/시간 이상 2톤/

시간 미만인 시설

  (3) 소각용량 200㎏/시간 미만인 시

      설

200(12)ppm이하

80(12)ppm이하

150(12)ppm이하

150(12)ppm이하

염화수소
마.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 200㎏/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3) 소각용량 200㎏/시간 미만인   

      시설

50(12)ppm이하

30(12)ppm이하

40(12)ppm이하

50(12)ppm이하

염    소 염소를 직접 사용하는 모든 배출시설 10ppm이하 10pp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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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

다.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소각능력이 시간당 25㎏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적출물소각시설․폐수소각시설

(2)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이상의 폐가스소각시설(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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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 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04년12월31일까지 2005년1월1일이후 2004년12월31일까지 2005년1월1일이후

포름

알데히드
모든 배출시설 20ppm이하 10ppm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5(12)㎎/S㎥이하 0.1(12)㎎/S㎥이하

황화수소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 200㎏/시간 이상 2톤/시

간 미만인 시설

  (3) 소각용량 200㎏/시간 미만인 시설

15(12)ppm이하

2(12)ppm이하

2(12)ppm이하

10(12)ppm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3(12)ppm이하 0.5(12)ppm이하

염화비닐

    (다) 기타 시설 10ppm이하

불소화물

(F로서)

라.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 200㎏/시간 이상 2톤/시

간 미만인 시설

  (3) 소각용량 200㎏/시간 미만인 시설

3(12)ppm이하

2(12)ppm이하

2(12)ppm이하

3(12)ppm이하

탄화수소

(THC로서)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1) 배출가스량이 10,000㎥/시간

      이상인 시설

  (2) 배출가스량이 10,000㎥/시간

      미만인 시설

50ppm이하

100ppm이하

비고 : 1.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2. 황산화물(SO2로서)의 가목(1)(가)1)에서 신규시설의 경우는 2005년 

1월 1일부터 100(4)ppm 이하를 적용한다.

       3. 황산화물(SO2로서)의 가목에서 저황유 사용지역 이라 함은  제

34조제1항에 의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황산화물(SO2로서)의 나목(1)(가)3)과 (2)(가)의 시설중 열병합발전

시설은 가목(1)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시설은 황산화물에 대하여 

150(4)ppm 이하를 적용하고, 청주지역은 2001년 4월 14일부터 황

산화물(SO2로서)에 대하여 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시안화수소 모든 배출시설 10ppm이하 10ppm이하

브롬화합물

(Br로서)
모든 배출시설 5ppm이하 5ppm이하

벤젠화합물

(C6H6로서)
모든 배출시설 50ppm이하 30ppm이하

페놀화합물

(C6H5OH)
모든 배출시설 10ppm이하 10pp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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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황산화물(SO2로서)의 나목(1)(나)1)에 해당하는 시설중 월화력발전소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군산화력발전소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7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6. 황산화물(SO2로서)의 나목(1)(나)2)가)에 해당하는 시설중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 호남화력발전소,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나목(1)(나)2)나)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경우 2005년 1월 1일부터 1

호기․2호기․3호기 및 4호기는 70(6)ppm 이하를, 5호기 및 6호기는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7, 황산화물(SO2로서)의 나목(2)(나)에 해당하는 시설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은 120(6)ppm 이하를 적용한다.

       8. 황산화물(SO2로서)의 나목(3)에 해당하는 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9. 폐가스소각시설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은 표

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시설중  제37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청정연료외의 연료사용을 인정

받은 시설(안산지역)은 질소산화물(NO2로서)에 대하여 200(4) ppm 이

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시설중 청주지역에 

대하여는 2001년 4월 14일부터 2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11. 질소산화물(NO2로서)의 나목(1)(가)1)에 해당하는 시설중 제주도지역의 

기존시설은 400(13)ppm 이하를 적용한다.

       12. 질소산화물(NO2로서)의 나목(1)(나)1)가)에 해당하는 시설중 울산화력발

전소 4호기․5호기 및 6호기, 남화력발전소 2호기는 2005년 1월 1일

부터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13. 질소산화물(NO2로서)의 나목(2)의 열병합발전시설은 가목(2)의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과 한국산

업단지공단의 구미열병합발전소에 대하여는 350(6)ppm 이하를 적용한

다.

       14. 질소산화물(NO2로서)의 나목(2)가)2)에 해당하는 시설은 2005년 1월 1

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15. 질소산화물(NO2로서)의 나목(3)가)1)에 해당하는 시설중 표준형 연소기

를 설치하여 물 또는 증기 주입설비를 갖추어 물 또는 증기를 주입하는 

시설과 (나)1)의 열병합발전시설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재이용시

설은 2005년 1월 1일부터 300(13)ppm 이하를 적용한다.

       16. 유리용해시설에서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산소농도(O2

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7. 배출시설란에서 별도기간 표기가 없는 기존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고, 신규시설 이라 함은 기존시설외의 시설

을 말한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나.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환경 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

         다. 2001년 6월 30일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

서를 제출한 시설. 다만, 배출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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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자상물질

오염물질 배      출      시      설
2004년12월31일까지

오염물질 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04년12월31일까지 2005년1월1일이후 2004년12월31일까지 2005년1월1일이후

먼    지

다.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200㎏/시간 이상 2톤

/시간 미만인 시설

  (3) 소각용량 200㎏/시간 미만인 시설

80(12)㎎/S㎥이하

100(12)㎎/S㎥이하

100(12)㎎/S㎥이하

30(12)㎎/S㎥이하

80(12)㎎/S㎥이하

100(12)㎎/S㎥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모든 배출시설 20㎎/S㎥이하 20㎎/S㎥이하

아연화합물

(Zn로서)
모든 배출시설 10㎎/S㎥이하 10㎎/S㎥이하

비산먼지 모든 배출시설 0.5㎎/S㎥이하 0.5㎎/S㎥이하

카드뮴

화합물

(Cd로서)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 200㎏/시간 이상 2톤/시

간 미만인 시설

  (3) 소각용량 200㎏/시간 미만인 시설

1.0(12)㎎/S㎥이하

0.02(12)㎎/S㎥이하

0.1(12)㎎/S㎥이하

0.2(12)㎎/S㎥이하

매    연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

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

비고 : 1.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

다.

       2. 일반보일러에 적용되는 배출가스량 산정은 시설용량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예비로 설치된 시

설의 시설용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시설중  제37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청정연료외의 연료사용

을 인정받은 시설(안산지역)에 대하여는 먼지에 관하여 20(4)㎎/S㎥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청주지역시설에 대하여는 2001년 4월 14일

부터 25(4)㎎/S㎥ 이하를 적용한다.

       4. 먼지의 나목(2)에 해당하는 시설중 월화력발전소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100(6)㎎/S㎥ 이하를 적용한다.

       5.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납화합물

(Pb로서)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 200㎏/시간 이상 2톤/

      시간 미만인 시설

  (3) 소각용량 200㎏/시간 미만인 시설

5(12)㎎/S㎥이하

0.2(12)㎎/S㎥이하

1.6(12)㎎/S㎥이하

5(12)㎎/S㎥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0(12)㎎/S㎥이하 0.5(12)㎎/S㎥이하

구리화합물

(Cu로서)
모든 배출시설 10㎎/S㎥이하 10㎎/S㎥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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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폐가스소각시설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나. 먼지의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

         다.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용해시설

       6. 먼지의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중 소각용량 100㎏/시간 미만인 시설(소각용

량이 시간당 25㎏ 이상의 지정폐기물소각시설․감염성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수소각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200(12)

㎎/S㎥ 이하를 적용한다.

       7. 구리제련시설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구리화합물(Cu로서)의 

기준은 20㎎/S㎥ 이하로 한다.

       8. 금속제련․전기로 및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아연화

합물(Zn로서)의 기준은 30㎎/S㎥ 이하로 한다.

       9. 배출시설란에서 별도기간 표기가 없는 기존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고, 신규시설 이라 함은 기존시설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나.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환경 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

         다. 2001년 6월 30일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

고서를 제출한 시설. 다만, 배출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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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폐기물소각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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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소각시설및매립시설의세부검사방법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9항의 규

정에 의한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치검사”라 함은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설치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로서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말한다.

  2. “정기검사”라 함은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이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30

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3. “회분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1일 8시간 미만 운전하고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연소실을 냉각한 후 소각잔재물(바닥재를 말한

다. 이하같다)을 한번에 제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준연속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1일 24시간 미만 운전하고 가동중지후 일정온도만 승온한 후 재가동 할 수 있으며 소각시설의 투입

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중에 소각잔재물을 간헐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연속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1일 24시간 연속운전하고 소각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중에 연속적으로 

소각잔재물을 제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연속투입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소각로에 연속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일괄투입식 소각시설”이라 함은 회분식 소각시설로서 1회 소각가능한 최대량의 폐기물을 소각로에 투입하고 투입구를 차단한 상

태에서 소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세부검사방법)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4조(검사신청서류의 검토) ①검사기관이 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흠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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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를 명기하여 검사신청서․보완서류 및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구한 경우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제5조(검사일자 통보) ①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희망일부터 소각

시설은 5일, 매립시설은 2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검사일을 정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일자 통보시 검사대상시설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소각시설의 경우, 검사대상 소각시설을 일정시간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소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관할구역에서 발생된 소각

대상폐기물의 확보

  2. 매립시설의 경우 침출수처리시설․계량시설․세륜세차시설 등의 시험가동을 위한 준비

  3. 기타 검사에 필요한 조치

  ③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검사일의 조정을 신

청할 수 있다.

제6조(검사의 연기 등) ①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일에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재검사

의 경우는 10일)의 범위내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시험가동준비가 미비하여 검사일 3일전까지 문서로 검사기관에 검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신청인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시험가동준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기관이 검사일에 검사업무를 착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이 이를 인정한 경우

  ②신청인은 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의 취하를 검사일 3일전까지 검사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 및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①검사대상시설에 대한 검사는 검사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제3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기간중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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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상 시설의 운전은 설치․운 자가 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매립시설이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로써 15일이내(정

기검사의 경우 30일이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당해 시설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구사항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보완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

하 “보완검사희망일”이라 한다)을 기재하여 보완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검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완검사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검사 

등의 사유로 보완검사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보완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⑤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한 시설에 대한 재검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불합격 사유가 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8조(매립시설의 중간검사) ①관리형매립시설중 토목합성수지라이너을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전에 별표2 

제1호 라목․마목, 타목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하부의 차수시설 등 및 너목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검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결과를 실시한 경우에는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검사결과를 구체

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여부는 설치검사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결과의 판정) 검사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합격 판정을 한다. 

제10조(원상복구) 검사기관이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등의 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 또는 절개한 부분은 신청인이 원상복구하여야 한

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고시폐지) 소각시설․고온열분해시설․건류소각시설및매립시설의검사기준및방법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1997-105호, 1997.11.15)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되 

소각시설의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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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폐기물소각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설치검사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소각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연소상

태 유지여부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소각대상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소각시험을 통하여 판정.

 ㅇ성능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제외)

   ․회분식 : 4시간 이상(일괄투입식으로서 1회투입 연소시간이 4

시간 이상인 경우 연소완료시 까지)

   ․준연속식 : 8시간 이상 

   ․연속식 : 24시간 이상

 ㅇ성능검사 대상 폐기물은 설치 현장또는 처리대상지역에서 직접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내에서 목측하여 확인. 다만, 폐기물조성이 현저히 상

이할 경우 분리하여 계량후 확인

-시간당 소각, 열분해, 고온용융(이하 “소각”이

라 한다) 능력이 설계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총 소각처리량(강열감량 및 배기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을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검사시간으로 나누어 산출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는 2도이하, 일산화탄소

농도는 600피피엠(12)이하이어야 한다(대기환

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

우 변경사항에 따른다) 단, 2ton/hr 이상인 생

활폐기물소각시설의 일산화탄소농도는 50피피

엠 이하이어야 한다.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

하고, 이때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하여 최종 평균치로 판정. 다만, 200㎏/hr 

미만인 시설은 시간당 3회이상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하여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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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

우에는 2회의 일괄투입 소각에 걸쳐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

치를 산정하고, 이때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하여 최종평균치로 판정.

-연속투입식 시설로서 인력에 의한 투입방식인 경우에는 각 1시간 

분량의 폐기물을 30회 이하로 투입

나. 연소실 출

구온도 유지

여부

-연소실, 분해실, 용융실(연소실이 2이상인 경우

에는 최종연소실을 말하며, 이하 “연소실”이라 

한다)의 출구온도는 시설별로 다음의 기준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 850℃(200㎏/hr 미만의 경우

에는 800℃) 다만,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

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450℃

  ․고온소각시설 : 1,100℃

  ․열분해시설 : 850℃

  ․고온용융시설 : 1,200℃ 

-소각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

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사시간의 90

퍼센트이상이 기준온도 이상 유지되어야 함.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온도유지시간 산정방법

 ․첫 번째 일괄투입 폐기물에 점화후 기준온도 도달시간부터 소각

을 종료하여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

 ․이후의 모든 소각온도 유지시간 산정은 일괄투입 폐기물의 점화

후부터 소각종료후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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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소가스 

체류시간 적

정여부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다음에서 정한 시간 이상 

체류할 수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

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2ton/hr이상 : 2초

     2ton/hr미만 ∼ 200㎏/hr 이상 : 1초

     200㎏/hr 미만 : 0.5초

  ․이 경우 체류시간은 850℃( 200㎏/hr 미만인 

경우에는 800℃,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4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

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고온소각시설 : 2초(1100℃에서의 부피로 환

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열분해시설 : 2초(8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고온용융시설 : 1초(1200℃에서의 부피로 환

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연소실의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성능검사기

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 단 일괄투입식의 경우 가스화실은 내부용적계산

에서 제외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연소용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

구온도 감지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 다만, 구조상 2차연

소용공기 공급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기준으로 함. 

-출구의 연소실 소각로 내부용적 계산시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계산

-실측이 난해한 구조의 소각로는 감리단등에서 인정한 설계도면으

로 내부용적 인정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체류시간 산정을 위한 동압 및 온도측정

은 매 일괄 소각공정별로 2회 측정하여 최종 평균치를 적용 산정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는 4회측정함)

라. 바닥재 강

열감량 적정

여부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기준이하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 10%(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소각능력이 200㎏/hr

미만인 시설은 15%) 

 ․고온소각시설 : 5%

-검사대상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시료를 얻을 수 있

도록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소각재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회

분식의 경우 소각성능시험 종료후 1시간이상이 경과한 후에 시료

를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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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분해시설 : 10%(200㎏/hr미만인 시설은 

15%)

 ․고온용융시설 : 1%

마. 보조연소장

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

조버너등 충분한 용량의 조연장치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초기가동시 폐기물 소각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다음과 같이 유지

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200㎏/hr이상 : 800℃(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450℃)

 ․200㎏/hr미만

   * 2000.8.9 이전 : 500℃(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300℃)

   * 2000.8.9 이후 : 800℃(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450℃)

-조연장치의 종류, 시간당 연료사용량 등을 확인.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구간 및 감지구간

내 자동 작동여부 확인

바. 연소실의 

공기또는 산

소공급장지 

작동상태

-연소실의 공기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설비설치등으로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연소실 또는 분해실공기의 공급량 조절기능을 확인

-연소실의 압력이 부압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연소실 압력

측정),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 판정, 단, 가압연소식과 분무연소식의 경우에는 압력이 일정

하게 유지되는지 확인

- 통풍방식, 통풍설비의 사양, 동력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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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굴뚝의 통풍

력 및 구조의 

적정성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

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인지 여부

-굴뚝의 구조, 재료, 높이 등을 확인

아. 폭발사고 

및 화재등에 

대비한 구조

인지 여부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

어야 하며 소화기등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

다. 

-안전변 또는 방폭구,저수위차단장치, 전기적안전장치등의 폭발,화

재에 대비한 안전장치 확인

-방지시설 표면온도 및 배출가스온도에 의한 화재, 안전대비시설의 

설치여부 확인

-소화기 용량, 형식등 확인

자. 압력측정계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연소실내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

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200㎏/hr 미

만인 소각시설의 경우 제외

-연소실 또는 분해실압력측정계의 설치여부 및 연소실 압력의 변화

를 감지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차. 계량시설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수 있는 계량

시설을 설치(2ton/hr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계량시설의 정 도, 종류, 계량방식등 확인

카. 출구온도 

측정공, 온

도지시계, 

온도기록계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연소실의 출구에는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

다 300℃ 이상,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 집진

시설의 입구에는 600℃(2ton/hr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를 설치하

고,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

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온도지시계 설치여부 및 설치위치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온도측정장치 또는 온도지시계는 폐기물 연소시 화염이 직접 닿

지 않고, 조연장치의 화염이 직접 닿지 않는 부위에 설치하고, 

조연장치의 최대화염길이 또는 화염폭의 1.5배 이상거리를 이격

시켜 설치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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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지시계 및 온도기록계의 정 도를 현장측정 온도와의 비교검사

로 확인(온도지시계와 자동온도기록계의 일치여부 확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구에 설치된 온도지시계 및 온도기록계의 

정 도등 사양을 확인.

타. 내부에 사

용한 재질의 

적정성 및 

연소실 외부 

피복상태 및 

외부표면온

도

-연소실 또는 분해실의 외부를 철판으로 피복한 

경우에는 연소실본체의 고온부위는 내열도료로 

도색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 캐스

터블내화물등으로 시공하여 외부표면온도를 8

0℃이하(200㎏/hr 미만인 시설의 경우 120℃ 

이하)로 유지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 소각시설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유지

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소실 또는 분해실외부표면의 단열피복상태, 단열재의 종류 및 

도색상태 확인

-연소실 외부 피복상태는 검사 완료후 확인

-각 연소실 또는 분해실의 단열상태 확인 및 소각성능시험시 각 연

소실 또는 분해실의 외부표면온도를 4회씩 실측하되, 각각 기준이

하이어야함.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시설인지 확인

-단,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

인 경우는 매 일괄 소각별로 2회 측정하여 각각 기준이하이어야 

함

파. 대기오염방

지시설의 유

입가스 온도

의 적정성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200℃ 이하(2ton/hr 미만인 소각시

설의 경우에는 250℃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200㎏/hr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의 설치유무, 사양 확인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 온도를 연속측정하여 전

체 검사시간의 90%이상이 기준온도 이하인지 확인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이 없는 경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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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배출가스의 

연속측정․

기록장치 작

동상태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일산화탄소․산

소․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수 있

는 장치로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

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을 

적합하게 설치(2ton/hr 미만인 시설제외)하여

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

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

험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 입구에는 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유무, 사양 및 작동 상태를 확

인

-연소실출구, 대기오염방지시설 각각의 입․출구, 굴뚝에는 일산화

탄소, 산소, 분진과 연소실출구에는 배출가스온도, 대기오염물질농

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설치하 는지 여부 확인

거. 폐기물의 투입

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

유출여부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

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의 유입이

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폐기물소각시설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유지상태, 형태 및 

기 성 유지상태를 확인, 단 일반소각시설로서 2차연소실이 없는 

연속투입방식인 경우에는 투입구가 2중문인지 확인

너. 내부연소상

태 투시공 

설치여부

-연소실 또는 분해실의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연소실 또는 분해실의 상태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지 확인

더. 소각재의 

흩날림방지

조치 여부

-소각 또는 열분해잔재물의 제거시 재의 흩날림

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소각 또는 열분해잔재물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러. 표지판부착

여부 및 기

재사항

-시설용량,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소각방식, 설

계․시공자명 및 연락처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

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

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표지의 내용, 표식의 견고성, 부착성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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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정연소상

태 유지여부

-적정한 소각기능을 가져야 한다.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소각대상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소각기능 

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소각시험을 통하여 판정.

 ㅇ성능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제외)

   ․회분식 : 2시간 이상(일괄투입식으로서 1회투입 연소시간이 2

시간 이상인 경우 연소완료시까지)

   ․준연속식 : 4시간 이상

   ․연속식 : 12시간 이상

 ㅇ성능검사 대상 폐기물은 설치 현장또는 처리대상지역에서 직접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내에서 목측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조성이 현저히 상

이할 경우 분리하여 계량후 확인.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는 2도이하, 일산화탄소

농도는 600피피엠(12)이하이어야 한다(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른다) 단, 2ton/hr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일산화탄소농도 는 50피피엠 이하

이어야 한다.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

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

균치를 산정하고, 이때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하여 최종 평균치로 판정. 

다만, 200㎏/hr 미만인 시설은 시간당 3회이상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하여 적용하고,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

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회의 일괄투입 소각에 걸쳐 매 10

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하고, 이때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하여 

최종평균치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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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투입식 시설로서 인력에 의한 투입방식인 경우에는 각 1시간 

분량의 폐기물을 30회 이하로 투입하여야 함. 

나. 연소실 출

구가스 온도

-연소실, 분해실, 용융실(연소실이 2이상인 경우

에는 최종연소실을 말하며, 이하 “연소실”이라 

한다)의 출구온도는 시설별로 다음의 기준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 850℃(200㎏/hr 미만의 경우

에는 800℃) 다만,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

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450℃

  ․고온소각시설 : 1,100℃

  ․열분해시설 : 850℃

  ․고온용융시설 : 1,200℃ 

-소각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

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사시간의 90

퍼센트이상이 기준온도 이상 유지되어야 함.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온도유지시간 산정방법

 ․첫 번째 일괄투입 폐기물에 점화후 기준온도 도달시간부터 소각

을 종료하여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

 ․이후의 모든 소각의 온도유지시간 산정은 일괄투입 폐기물의 점

화후부터 소각종료후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

다. 연소실 가

스체류시간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다음에서 정한 시간 이상 

체류할 수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

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2ton/hr이상 : 2초

     2ton/hr미만 ∼ 200㎏/hr 이상 : 1초

     200㎏/hr 미만 : 0.5초

  ․이 경우 체류시간은 850℃( 200㎏/hr 미만인 

경우에는 800℃,

-연소실의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성능검사기

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 단 일괄투입식의 경우 가스화실은 내부용적계산

에서 제외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연소용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

구온도 감지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구조상 2

차연소용공기 공급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

인 폐기물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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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450℃)

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

로 계산한다.

 ․고온소각시설 : 2초(1100℃에서의 부피로 환

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열분해시설 : 2초(8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고온용융시설 : 1초(1200℃에서의 부피로 환

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출구의 연소실 소각로 내부용적 계산시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을 계산

-실측이 난해한 구조의 소각로는 감리단등에서 인정한 설계도면으

로 내부용적 인정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체류시간 산정을 위한 동압 및 온도측정

은 매 일괄 소각공정별로 2회 측정하여 최종 평균치를 적용 산정

함.(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는 4회 측정함)

라. 바닥재 강

열감량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기준이하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 10%(지정폐기물 외의 페기물

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소각능력이 200㎏/hr

미만인 시설은 15%) 

 ․고온소각시설 : 5%

 ․열분해시설 : 10%(200㎏/hr미만인 시설은 

15%)

 ․고온용융시설 : 1%

-검사대상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시료를 얻을 수 있

도록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소각재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회

분식의 경우 소각성능시험 종료후 1시간이상이 경과한 후에 시료

를 채취

마. 보조연소장

치의 작동상

태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

조버너등 충분한 용량의 조연장치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초기가동시 폐기물 소각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다음과 같이 유지

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200㎏/hr이상 : 800℃(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450℃)

 ․200㎏/hr미만

   * 2000.8.9 이전 : 500℃(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30

0℃)

   * 2000.8.9 이후 : 800℃(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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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장치의 종류, 시간당 연료사용량 등을 확인.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구간 및 감지구간

내 자동 작동여부 확인

바. 배기가스온

도 적정여부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200℃ 이하(2ton/hr 미만인 소각시

설의 경우에는 250℃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200㎏/hr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의 설치유무, 사양 확인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 온도를 연속측정하여 전

체 검사시간의 90%이상이 기준온도 이하인지 확인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이 없는 경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확인

사. 소방장비 

설치 및 관

리실태

-소화기등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소화기 용량, 형식등 확인

아.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

한 설비․구

조를 유지하

고 있는지 

여부

-본체 및 부대설비(용수저장탱크,조작판넬제외)

의 구조및 형상은 설치검사시와 동일하여야 한

다.

-현지확인으로 최초 설치검사시와 동일한지 확인

-통풍설치 및 조연장치의 제원 확인

-압력측정장치 및 각 계기들의 부착위치는  설

치검사시와 동일하여야 한다.

-계기의 설치위치를 현지확인하여 동일한 분포대의 측정이 가능한

지 판정

-설치검사시와 동일한 내용을 각인한 표지를 부

착하여야 한다

-표지의 내용, 표지의 견고성, 부착성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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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소각시설관련 과기부 법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과기부 고시 제 1997-8호, 1997.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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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 시행령(이하 " "이라 한다.) 제110조, 제212조 및 제219조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설비 설치 및 소각 처

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사성폐기물 소각설비에 관한 기준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제212조 규정에 의한 고체상 및 액체상의 가연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설비에 대하여 적용한

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각용량"이라 함은 kg당 4,000kcal 내지 6,000kcal의 소요열량을 갖는 소각물을 기준으로 소각설비에서 단위시간당 소각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2. "강열감량"이라 함은 건조된 소각재를 650℃의 온도로 가열하 을 때 감소되는 무게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3. "실증실험"이라 함은 핵종 및 농도를 알고 있는 모의 방사성폐기물 또는 실제 방사성폐기물을 이용하여 성능을 실증하기 위해 실

시하는 시험소각을 말한다. 

   4. "2차 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 소각시 발생되는 고체, 액체, 기체상의부산물로서 소각재, 배출수, 배기가스 등을 포함한다. 

   5. "운전인자"라 함은 소각공정 운전의 안전성을 결정하는 공정내 각 부위에서의 배기가스의 온도, 압력 및 유속 또는 유량을 말한

다. 

   6. "폐기물 인수기준"이라 함은 소각로 및 배기가스 처리설비가 가지는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상 폐기물의 물리․

화학적 조성 및 함유된 방사성 핵종별 농도의 제한값을 말한다. 

② 상기 용어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원자력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동법과 관련한 과학기술부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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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각설비의 설계기준) 

소각설비는 다음 각호의 설비로 구성되며, 구조상 안전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전처리설비(전처리가 필요한 경우) 

   2. 소각로 설비 

   3. 배기가스 처리설비 

   4. 배출수 수집설비(자체처리할 때에는 처리설비 포함) 

   5. 소각재 수집설비(자체처리할 때에는 처리설비 포함) 

   6. 공정 및 배기가스 감시설비 

   7. 시설 환기설비 

   8. 기타 부대시설 

제5조(전처리설비) 

전처리설비는 다음 각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 소각로 설비에서 소각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부적합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는 파쇄, 압축 등의 방법으로 전처리하

여야 한다. 

   2. 방사성폐기물의 크기 및 단위무게와 방사능 농도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에 적합하도록 전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소각로 설비) 

소각로 설비는 다음 각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소각설비 내부의 압력은 운전중에 부압을 유지하여야 하며, 방사성물질의 외부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기가스 처리설비에 연

결하여야 한다. 

   3. 소각설비 내부의 화염, 온도 및 압력을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소각설비의 투입구는 폐기물을 투입할 때 소각로 내부의 배기가스가 유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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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비정상 운전 및 결함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소각로는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고온 및 부식상 가스에 견딜 수 있는 재질 로만들어져야 하며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소

각로내 가압시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한다. 

제7조(배기가스 처리설비) 

배기가스 처리설비는 다음 각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적절히 처리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기체의 방사능 농도는 제한구역 경계밖에서 24시간에 걸쳐 평

균할 때 "방사선량등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적절히 처리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기체로 인한 시설주변의 주민피폭선량은 1년간에 걸쳐 평균할 

때 "방사선량등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적절히 처리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기체는 별표1에서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8에 

제시된 배출허용기준중의 "소각시설관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배기가스처리설비는 기 구조를 갖춤으로써 배기팬 전단까지 부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배출수 처리설비) 

배출수 처리설비는 다음 각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배출수를 적절히 처리하여 환경으로 방출되는 액체의 방사능 농도는 제한구역 경계밖에서 24시간에 걸쳐 평

균할 때 "방사선량등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배출수를 적절히 처리하여 환경으로 방출되는 액체로 인한 시설주변의 주민피폭선량은 1년간에 걸쳐 평균할 

때 "방사선량등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9조(소각재 처리설비) 

소각재 처리설비는 다음 각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 소각재 처리설비의 내부압력은 부압을 유지하여야 하며, 소각재의 외부확산을 방지할 있도록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소각재는 회분식 또는 연속식으로 제거하도록 하며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도록 원격조정 또는 차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각재를 처리하지 않고 드럼에 포장할 경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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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정 및 배기가스 감시설비) 

공정 및 배기가스 감시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 소각공정 안전에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는 적절한 방법으로 감시, 경보, 기록 및 이에 따른 안전조치 방법이 확립되어야 한다. 

   2. 연돌을 통하여 대기로 방출되는 배기가스중 유해가스나 방사성물질은 연속적으로 감시되어야 하며 경보 및 기록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방사성폐기물 소각처리에 관한 기준 

제11조(적용범위)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제110조( 제170조 및 제230조에 의한 준용규정을 포함한다) 및 제219조 규정에 의한 고체상 및 액체

상의 가연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조(폐기물 인수) 

소각설비 운 자는 소각설비의 처리능력에 적합한 폐기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특성 및 포장상태를 인수기준으로 정하여야 한

다. 

제13조(소각처리기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로에서 소각처리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소각방법은 과잉공기소각, 제어공기소각, 열분해, 고온용융소각, 유동층소각 등의 방법으로 한다. 

   2. 발생된 소각재의 강열감량 기준치는 고체폐기물의 경우 5%이하, 폐액의 경우 10%이하로 한다. 

   3. 연소실 출구온도는 회분식의 경우 700℃ 이상 1000℃이하, 연속식의 경우 700℃이상 1200℃이하의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폐기물 투입구가 연결된 1차 연소실의 내부압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중에는 -5mmAq 이하가 되어야 한다. 

   5.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0.5초(난분해성인 경우에는 2초)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소각재는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7. 별표1 에서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8에 제시된 배출허용기준중의 "소각시설관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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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방사선 구역을 설정하여 출입자를 통제하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오염방지를 위한 계측설비 및 오염제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운전상 기준) 

소각설비 운 자는 아래 각호를 포함한 운 지침서를 마련하여 그 지침서에 따라 운 하여야 한다. 

   1. 소각운전 절차, 조직 및 책임자, 비상시 대책등에 관한 절차서를 갖추어야 한다. 

   2. 폐기물 및 2차 폐기물의 취급 및 운전상 감시된 각종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정상 운전시 및 비상시 조치사항등에 관한 절차서를 갖추어야 한다. 

   4. 비정상 운전시 및 비상시 경보, 기록,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별표2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 작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방사선량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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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각시설 관련 배출허용기준(제7조 관련) 

1. 가스상 물질

오 염 물 질 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1998년12월31일까지 1999년1월1일이후

암모니아 다. 기타 시설 200ppm이하 100ppm이하

일산화탄소 나.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600(12)ppm이하 600(12)ppm이하

염화수소 마.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60(12)ppm이하 50(12)ppm이하

염 소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60(12)ppm이하 60(12)ppm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아.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300(12)ppm이하 300(12)ppm이하

질소산화물(NO2로서) 라. 기타 시설 200ppm이하 200ppm이하

이황화탄소 나. 기타시설 30ppm이하 30ppm이하

포름알데히드 모든 배출시설 20ppm이하 20ppm이하

황화수소 다. 기타 시설 15ppm이하 15ppm이하

불소화물  (F로서) 라. 기타 시설 3ppm이하 3ppm이하

시안화수소 모든 배출시설 10ppm이하 10ppm이하

브롬화합물(Br로서) 모든 배출시설 5ppm이하 5ppm이하

벤젠화합물(C6H6) 모든 배출시설 50ppm이하 50ppm이하

페놀화합물(C6H5OH) 모든 배출시설 10ppm이하 10ppm이하

수은화합물(Hg로서) 모든 배출시설 5mg/Sm3이하 5mg/Sm3이하

비소화합물(As로서) 모든 배출시설 3ppm이하 3ppm이하

     비고 :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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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자상 물질 

오 염 물 질 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1998년12월31일까지 1999년1월1일이후

먼 지

나.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배출가스량이 40,000m3/h

     이상의 시설

   (2)배출가스량이40,000m3/h

     미만의 시설

80(12)mg/Sm3이하

100(12)mg/Sm3이하

80(12)mg/Sm3이하

100(12)mg/Sm3이하

카드뮴화합물(Cd 로서) 모든 배출시설 1.0mg/Sm3이하 1.0mg/Sm3이하

납화합물(Pb로서) 나. 기타시설 10mg/Sm3이하 5mg/Sm3이하

크롬화합물(Cr로서) 모든 배출시설 1.0mg/Sm3이하 1.0mg/Sm3이하

구리화합물(Cu로서) 나. 기타시설 10mg/Sm3이하 10mg/Sm3이하

니켈 및 그화합물 모든 배출시설 20mg/Sm3이하 20mg/Sm3이하

아연 화합물(Zn로서) 가. 금속제련․전기로 및 소각시설 30mg/Sm3이하 30mg/Sm3이하

비산먼지 모든 배출시설 1.0mg/Sm3이하 0.5mg/Sm3이하

매 연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비탁표 2도이하 링겔만비탁표 2도이하

     비고 : 1.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2. 보일러중 일반보일러, 소각보일러 및 소각시설에 적용되는 배출가스량 산정은 시설량 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고장등을 

대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예비로 설치된 시설의 시설용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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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 취 

측 정 방 법 배 출 허 용 기 준

직 접 관능법 악취도 2도이하

공기희석 가. 배출구

관 능 법 (1) 공업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1,000이하

(2) 기타 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500이하

나. 부지경계선

(1) 공업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20이하

(2) 기타 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15이하

기기 분석법 악 취 물 질 공업지역안의 사업장 기타 지역안의 사업장

암 모 니 아 5ppm이하 2ppm이하

메칠메르캅탄 0.01ppm이하 0.004ppm이하

황 화 수 소 0.2 ppm이하 0.06ppm이하

황 화 메 틸 0.2ppm이하 0.05ppm이하

이 황 화 메 틸 0.1ppm이하 0.03ppm이하

트리메틸아민 0.07ppm이하 0.02ppm이하

아세트알데히드 0.5ppm이하 0.1ppm이하

스 티 렌 2ppm이하 0.8ppm이하

  

비고 : 1. 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직접관능법 또는 공기희석 관능법으로 실시하되,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시료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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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분석법에 규정된 8가지의 악취물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기분석법을 병행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공기희석관능법의 측정장소는 다음과 같다.

          가. 배출구의 높이가 5m이상인 경우

              (1) 사업장안에 배출구외의 다른 악취배출원이 있고, 배출되는 악취물질이 암모니아․황화수소 또는 트리메틸아민인 경

우 :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

              (2) 사업장안에 배출구외의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 : 배출구

          나. 위 가.외의 경우 : 부지경계선

       3. 공업지역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출자유지역

          다.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중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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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2] 방사성폐기물 소각공정 비정상 운전시 조치사항(제14조관련) 

설 비 상 태 운전중지투입중지 경보 기록 요구 및 조치사항

소각계통

고체폐기물

투입장치

분쇄기 ○ ○ 적절한 투입

투입속도 ○ 폭발, 과다 배기체 배출 방지

액체폐기물

투입장치

투입속도 ○ 적절한 투입

저압 ○ ○ 적절한 분무

고압 ○ ○ 폭발의 방지

저온 ○ ○ 적절한 연소

분무장치 저압 ○ ○ 적절한 연소

1차 연소실

고온 ○ ○ ○ 설비보호

저온 ○ ○ 적절한 분해

부압 ○ ○ 배기체 누출 방지

저산소농도 또는 분석기의 고장 ○ ○ ○ 적절한 폐기물 분해

고농도의 CO 또는 분석기의 고장 ○ ○ ○ 적절한 폐기물 분해

버너

연료의 고압 ○ ○ 미연소 연료의 배출방지

연료의 저압 ○ ○ 적절한 연소

분무시 저압 ○ ○ 적절한 분무(오일버너에만적용)

화염의 소실 ○ ○ 시설의 가동 중단(폭발방지)

혼합공기량의 부족 ○ ○ ○ 가동중단, 공기량 조절후 재가동

이차연소실

고온 ○ ○ ○ 이차연소실 가동중지

저온 ○ ○ 적절한 폐기물 분해를 위해 투입 중지

저산소농도 또는 분석기의 고장 ○ ○ 적절한 폐기물 분해를 위해 투입 중지

고농도의 CO 또는 분석기의 고장 ○ ○ 적절한 폐기물 분해를 위해 투입 중지

높은 가스속도 ○ ○
폐기물 적절한 분해 및 입자의비산방지를 

위한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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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상 태 운전중지투입중지 경보 기록 요구 및 조치사항

배기체처리계통

냉각계통

높은 출구온도 ○ ○ ○ 시설의 보호를 위해서 중단

낮은 출구온도 ○ ○
건조 전기집진기의 수명단축과 여과장치의 막

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중지

벤츄리세정기
낮은 압력강화 ○ ○ 오염물 대량 배출 방지를 위해 투입 중지

세정액의 낮은 유속 ○ ○ 오염물 대량 배출 방지를 위해 투입 중지

여과기 높은 압력강화 ○
필터의 손상 방지를 위해 운전중단 및 필터 교

체 필요

충진 세정기 세정액의 낮은 유속 ○ ○ 오염물 대량 방출 방지를 위해 투입 중지

고성능 공기 여과기 높은 압력강화 ○ 필터의 손상방지를 위해 운전중단 및 필터교체

활성탄층 높은 압력강화 필터의 손상방지를 위해 운전중단 및 필터교체

ID Fan 진공소실 ○ ○ ○
모든 운전을 중단 신속히 환기를 실행(폭발, 배

기가스누출방지)

전기 전력의 부족 ○ ○ ○ 시설운전중단 

배출감시장치 ○ ○

(일반)

일산화탄소 배출농도 감시, 기록 및 연소효율 계산

이산화탄소 ○ 효율계산

산소 ○ ○ ○ 폐기물 처리속도를 산소농도로 제어

탄화수소 ○ 배출농도 감시, 기록

질소 산화물 ○ 배출농도 감시, 기록

이산화항 ○ 배출농도 감시, 기록

(방사성물질)

α ○ ○ ○ ○ 대량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중지

β/γ ○ ○ ○ ○ 대량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중지

방사성기체 ○ ○ ○ ○ 대량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중지

방사성요오드군 ○ ○ ○ ○ 대량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중지

삼중수소 ○ ○ ○ ○ 대량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중지

C-14 대량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중지

기타 불활성기체 ○ ○ ○ ○

 



부록 3  산소버너운전 및 유지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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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가. 개요

본 설비는 소각로의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산소 BURNER부, 

가스 TRAIN PANEL, CONTROL PANEL 등으로  구성되어 버너 자동점화 및 관련 안

전장치를 최적조건으로 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나. 적용 코드 및 기준

- ANSI

- NEMA

- KS

- JIS

- DIN

다. 보증기간 및 시점

- GUARANTEE PERIOD IS FOR 12 MONTS AFTER TEST OPERATION.

- CONTROLLED SYSTEM SHOULD BE GUARANTEED OF SAFETY 

AND AUTOMATIC FIRING.

라. 도색

- SURFACE PREPARATION : SSPC-SP2 (수공구 전처리)

- PAINTING : FIRST : 방청

    FINAL : ENAMEL

마. 공급범위

1) 공사 범위

가) SCOPE OF SUPPLY

① 유첨 공사내역서에 포함된 자재납품

② 유첨 공사내역서에 포함된 기기 설치 및 공사

- 산소배관 : 기존판넬 - GAS TRAIN - BURNER간

- LNG배관 : GAS TRAIN - BURNER간

- AIR배관 : 기존배관부 - BURNER간

- WATER배관 : 기존배관부 - BURNER간

③ 기존 판넬부의 AIR, OXYGEN, B-C LINE 철거공사

④ 유첨 공사내역서에 포함된 기기 시운전

⑤ 납품기기에 대한 교육

⑥  BURNER 설치 및 시운전

나) 공급범위 제외



① 인허가

② SPARE 별도

③ 기타 공급 SCOPE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2) 공사 품질

   ① LNG 가스 배관용접은 ARC 및 TIG 용접으로 하며 X-RAY  TEST는 제

외한다.

   ② 산소 LINE은 TIG 용접으로 하며 X-RAY  TEST는 제외한다.

   ③ 공기 및 WATER LINE 재질은 SGP(백)를 쓰고 연결은 나사식 및 용접식

으로 한다.

   ④ 상기 배관은 LEAK TEST를 시행한다.

   ⑤ 배관 도장은 하도 1회, 상도 1회로 마감 처리한다.

2. FURNACE & FUEL CONDITION

    가. FURNACE SPEC.

   1) TYPE                  : 폐기물 소각로 

   2) KIND OF TREATMENT   : 폐기물

   3) CAPACITY             : MAX.   : 150,000 Kcal/hr

                                   NORMA : 75,000   "

   4) FURNACE SIZE

   5) TEMP. FO TREATMENT : 로내온도  : 1200℃

    나. FUEL CONDITION

   1) KIND OF FUEL : LPG

   2) COMPONENTS : C3H8 : 100%

   3) 저위발열량(Hℓ) : 22,350 Kcal/Nm
3

   4) 이론산소량(O0) : 5 Nm
3
/Nm

3
(LNG)

                           C3H8 + 5O2 → 3CO2 + 4H2O

                           O0 = 5 Nm
3
/Nm

3
(LNG)

   5) 이론배기가스량(G0) : G0 = 7.0 Nm
3
/Nm

3
(LPG) 

                                GCO2 = 3 Nm
3
/Nm

3
(LPG)

                                GH2O = 4 Nm
3
/Nm

3
(LPG)

   6) 실제배기가스량(G) : G = G0 + GEO(과잉산소량)

                                 = 7 + 5(과잉산소비-1)Nm
3
/Nm

3

                               GEO = 5(과잉산소비-1)Nm
3
/Nm

3 



                               과잉산소비 : 1.02 = 과잉공기비 : 1.1

           과잉산소비 1.02(과잉공기비 1.1)로  운전시 실제배기가스량

                               G = 7 + 5(1.02-1)

                                 = 7.5 Nm
3
/Nm

3
(LPG)가 생성된다.

   7) SPEC. GR : 1.96

   8) 최대연소속도 :

           프로판 UMAX = 45.5〔 9.43(M-0.21)
0.88 
+1

                       = 394.2 Cm/s

3. COMBUSTION EQUIPMENTS SPEC.

    A. BURNER 부

       QUANTITY        : 1 SET

       MAKER            : SUNGJU-ENG 

       TYPE              : OXY-GAS BURNER

       MODEL            : S-150

       FUEL              : LPG

       ASSIST FUEL      : OXYGEN 100%

       CAPACITY         : MAX 150,000 Kcal/hr

       GAS PRESS        : 300 mmAq

       OXYGEN PRESS    : 2 Kg/Cm
2

       FLAME SIZE        :  LENGTH 450 mm

                             DIA.    100 mm

       PILOT BURNER 

       MAKER        : PYRONICS

       CAPACITY       : 3100 Kcal/hr

       MODEL           

       MIX. PRESS      : 30 mmAq

       AIR PRESS       : 350 mmAq

  B. LPG LINE

    1) MAIN GAS FILTER

       QUANTITY         : 1 SET

       MAKER            : KROMSCHRODER     

       MODEL            : GFK20R04     



       SIZE               : 20A SDR'D 

       MAX INLET PRESS : 4Kg/Cm
2

       MAT'L    - BODY : ALSI-CAST STEEL

                 - FILTER : P.E FLEECE

    2) MAIN GAS REGULATOR 

       QUANTITY         : 1 SET

       MAKER              : DUNGS           

       MODEL              : FRS507      

       SIZE                 : 20A SDR'D 

       MAX INLET PRESS   : 0.5Kg/Cm
2

       SETING RANGE      : 100-300 mmAq

       
MAT'L - BODY   : ALSI-CAST STEEL

              - DIAPHRAGM : PERBUNAN    

    3) GAS FOWMETER

       QUANTITY        : 1 SET

       MAKER            : FLOWCELL              

       MODEL            : FLT 20        

       SIZE              : 20A SDR'D 

       MAX INLET PRESS : 4Kg/Cm
2

       MEASURING RANGE : 2-10 m
3
/hr, LPG

       
MAT'L             : CAST STEEL

       TYPE              : ROTA FLOAT 

       AMB. TEMP.       : -20℃ ∼ +60℃ 

    4) MAIN SOL. VALVE

       QUANTITY         : 1 EA

       MAKER            : KROMSCHRODER     

       MODEL            : VG20R02ND33   

       SIZE               : 20A SDR'D 

       MAX INLET PRESS : 2000 mmAq

       PROTECTION      : WEATHER PROOF

       
SEAT MAT'L       : PERBUNAN  

       TYPE              : 2 WAY NORMAL CLOSE

       POWER            : 220V/60HZ



       AMB. TEMP.       : -20℃ ∼ +60℃ 

    5) PRESS. S/W(HIGH/LOW) 

       QUANTITY :  2 EA

  MAKER : KROMSCHRODER

       MODEL            : DWG 50U 

       SETTING RANGE   : 50 ∼ 500mmAq      

       CONNECTION     : 1/4",SDR'D 

       PROTECTION      : WEATHER PROOF

       
SEAT MAT'L       : PERBUNAN  

       CONTACT RATING : 30 ∼ 240V                

       OUTPUT           : SPDT       

       AMB. TEMP.       : -20℃ ∼ +60℃ 

    6) PRESS. G/G

       QUANTITY         :  2 EA

       MAKER     : KONICS / WOOJIN

       RANGE            : 0 ∼ 1000mmAq      

       CONNECTION      : 3/8",SDR'D 

       PROTECTION      : WEATHER PROOF

       
ELEMENT MAT'L   : BOURDON

    7) PRESS. G/G (PI  23)

       QUANTITY        :  1 EA

       MAKER            : KONICS                           

       RANGE            : 0 ∼ 3Kg/Cm
2
     

       CONNECTION      : 3/8",SDR'D 

       PROTECTION      : WEATHER PROOF

       
ELEMENT MAT'L   : BOURDON

    8) GAS CONTROL V/V           

       QUANTITY         : 1 EA

       MAKER            : K.S              

       MODEL            : VM 20R         

       SIZE               : 20A,SDR'D 

       MAX INLET PRESS : 10Kg/Cm
2 

       
BODY MAT'L      : CAST IRON



       AMB. TEMP.       : -20℃ ∼ +60℃ 

    9) BALL  V/V 

        QUANTITY       : 2 EA

        MAKER           : K.S              

        MODEL           :       

        SIZE              : 20A, SDR'D 

        MAX INLET PRESS : 10Kg/Cm
2 

        
BODY MAT'L     : BRASS      

        AMB. TEMP.      : -20℃ ∼ +60℃ 

    10) PILOT GAS SOL. VALVE 

        QUANTITY        : 1 EA

        MAKER           : O.D.E           

        MODEL           : 21H 2KY160  

        SIZE              : 3/8", SDR'D 

        MAX INLET PRESS : 4 Kg/Cm
2     

        PROTECTION     : WEATHER PROOF

        
SEAT MAT'L      : PERBUNAN  

        TYPE             : 2 WAY NORMAL CLOSE      

        POWER           : 220V/60Hz

        AMB. TEMP.       : -20℃ ∼ +60℃ 

  C. OXYGEN LINE

    1) OXYGEN GAS FILTER 

        QUANTITY      : 1 SET

        MAKER           : SPIREX SARCO                  

        MODEL           : FIG12 SG               

        SIZE              : 20A ,SCR'D

        MAX INLET PRESS : 10Kg/Cm
2

        MAT'L  - BODY : BRASS

                - MESH : SUS316, 200MESH

    2) OXYGEN  REGULATOR 

        QUANTITY         : 1 SET

        MAKER              : CASH        

        MODEL              : E-55



        SIZE                : 20A, SCR'D 

        MAX INLET PRESS   : 27 Kg/Cm
2

        SETING RANGE      : 0.7-2.3Kg/Cm
2

        
MAT'L - BODY     : BRASS

               - DIAPHRAGM : PERBUNAN    

    3) OXYGEN FLOW METER 

       QUANTITY        : 1 SET

       MAKER            : FLOWCELL              

       MODEL            : FLT 20        

       SIZE               : 20A SDR'D 

       MAX INLET PRESS : 4Kg/Cm
2

       MEASURING RANGE : 5-25 m
3
/hr, O2

       
MAT'L             : CAST STEEL

       TYPE              : ROTA FLOAT 

       AMB. TEMP.        : -20℃ ∼ +60℃ QUANTITY         

    4) OXYGEN  SOL. VALVE 

        QUANTITY        : 1 EA

        MAKER           : HONYWELL        

        MODEL           : E321H25        

        SIZE              : 1/2", SDR'D 

        MAX INLET PRESS : 10 Kg/Cm
2         

        PROTECTION      : WEATHER PROOF

        
SEAL MAT'L      : FKM    

        TYPE             : 2 WAY NORMAL CLOSE      

        POWER           : 220V/60Hz

        MIN. ΔP         : 0.3Kg/Cm
2 

        ORIFICE SIZE      : 14.5mm

        AMB. TEMP.       : -20℃ ∼ +60℃

    5) OXYGEN  CONTROL V/V 

        QUANTITY       : 1 SET

        MAKER           : K.S/HONYWELL

        MODEL           : SBV20/M7284

        SIZE              : 20A



        MAX INLET PRESS : 10 Kg/Cm
2 

        PROTECTION      : WEATHER PROOF

        
SEAL MAT'L      : VITON

        TYPE             : BUTTERFLY

        POWER           : 110V/60Hz

        STROKE          : 150 lb/in

        OPERATING TIME  : 60SEC

        AMB. TEMP.       : -20℃ ∼ +60℃



4. PIPING SPECIFICATION

F
L
U
I
D

 NAME  LPG

 PRESS. (Kg/Cm
2
g)  0.5

 TEMP  (      ℃ )  AMBIENT

ITEM
SIZE ( A  B 

) WALL
THICKNESS

DESCRIPTION
MATERIAL NOTES

FROM TO (RATING) 

PIPE 3/8 2 ERW.PE SGP

F
I
T
T
I
N
G
S

ELBOW 3/8 11/2" B.W SGP

TEE 3/8 11/2"
B.W & 
SCR'D

SGP.
BRASS

REDUCER 3/8 11/2"
B.W & 
SCR'D

SGP.
BRASS

J
O
I
N
T
I
N
G
S

FLANGE 3/8 11/2"
DN16, 
JIS10K

SS41 SO,RF

GASKET 3/8 11/2"
DN16, 
JIS10K

TEFLON 
3t

BOLTING
ISO METRIC, 
UNC
ISO INCH, UNF

BOLT
HEXAGON
DOUBLE END STUD
CONTINOUS THREAD STUD

NUT HEXAGON

 TEST &
 INSPECTION

FLUSHING FLUID : AIR, WATER, STEAM, N2 X-RAY : NO, YES

TEST FLUID     : AIR, WATER, OIL, N2 STRESS RELIEF:NO

PAINTING  : NO, YES (COLOR : YELLOW)

INSULATION    : NO, YES (           )

ITEM
SIZE VALVE

CODE
RATING END &

TYPE
MATERIAL

FROM TO BODY TRIM

V
A
L
V
E
S

GATE

BALL 3/8 11/2" JIS 10K SCR'D B.S

SOL. V.V 3/8 11/2" DIN 2000mmAq SCR'D B.S



F
L
U
I
D

NAME  OXYGEN

PRESS. (Kg/Cm
2
g)  6.0

TEMP  (      ℃)  AMBIENT

ITEM
SIZE (A B) WALL

THICKNESS
DESCRIPTION

MATERIAL NOTES
FROM TO (RATING)

PIPE 3/8 2 ERW.PE SUS304

F
I
T
T
I
N
G
S

ELBOW 3/8 11/2" B.W SUS304

TEE 3/8 11/2"
B.W & 
SCR'D

SUS304

REDUCER 3/8 11/2"
B.W & 
SCR'D

SUS304

J
O
I
N
T
I
N
G
S

FLANGE 3/8 11/2"
DN16, 
JIS10K

SUS304 SO,RF

GASKET 3/8 11/2"
DN16, 
JIS10K TEFLON 3t

BOLTING ISO METRIC, UNC
ISO INCH, UNF

BOLT
HEXAGON
DOUBLE END STUD
CONTINOUS THREAD STUD

NUT HEXAGON

 TEST &

 
INSPECTION

FLUSHING FLUID : AIR, WATER, STEAM, N2 X-RAY : NO, YES

TEST FLUID    : AIR, WATER, OIL, N2 STRESS RELIEF: NO

PAINTING      : NO, YES(COLOR:GREEN)

INSULATION   : NO, YES(             )

ITEM
SIZE VALVE

CODE RATING
END &
TYPE

MATERAL

BODY TRIMFROM TO

V
A
L
V
E
S

GATE 1/4" ANSI 3000PSI SCR'D B.S

BALL 3/8 11/2" JIS 10K SCR'D B.S

1" JIS 10K SCR'D B.S

SOL. V.V 1/4" 1" JIS 10K SCR'D B.S



5. OPERATION & SETTING LIST

   가. COMBUSTION CONTROL DATA 

 

   나. PRESSURE SWITCH SETTING  

   다. PRESSURE GAGE SETTING

   라. BURNER SETTING.

6. OPERATION MANUAL  

  ⊙ OPERATION

    1) 운전준비

     ① LNG SUPPLY LINE V/V를 OPEN 하고 GAS가 규정압(5000mmAq)로 공급되

는지 PRESS GAGE로 확인한다.

     ② OXYGEN SUPPLY LINE V/V를 OPEN 하고 GAS가 규정압(5-7Kg/Cm
2
)로 공

급되는지  PRESS GAGE로 확인한다.

     ③ PANEL내 각종 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AIR RATIO λ : 1.02

IGN. POINT 0 %

GAS FLOW MAX MIN

3 Nm3/hr 0.6 Nm3/hr

O2 FLOW 15 Nm3/hr 3 Nm3/hr

PRESS LOW PRESS HIGH

LPG  80 mmAq 500 mmAq

OXYGEN 0.4 Kg/Cm
2   

GAS TRAIN

 입구압력

REGULATOR

출구압력

CONTROL V/V

후단압력

LPG 0.5 Kg/Cm
2   

200 mmAq 50 mmAq

OXYGEN 5 Kg/Cm
2   

1.8 Kg/Cm
2   

0.4 Kg/Cm
2   



     ④ 각 배관에 GAS LEAK가 되는지 확인하고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2) START

     ① 버너운전 버튼을 누른다.

       - 점화운전 버튼을 누르면  PILOT GAS V/V가 열리고 IGNITION  T/R이 동작

하면서  PILOT가 점화된다(IGNITION은 10 SEC 동작후 OFF됨) 

       - FLAME이 감지되면 MAIN LPG V/V와 산소 MAIN SOL V/V가 OPEN되고 

IGNITION  및 PILOT SOL. V/V 는 10SEC(T2) 동작후 OFF된다.

       - 이 때 화염을 감지 못하면 MAIN SOL V/V 및 PILOT SOL V/V가 CLOSE 

되고 FAULT SIGNAL이 나오면서 경보음이 울린다.

     ② FLAME SCANNER가 화염을 감지하면 30SEC(T3)후 LOAD-UP 운전에 들어

간다.

  3) 소화

     ① 버너정지 버튼를 눌러서 MAIN SOL. V/V 및 MAIN 산소 SOL V/V를 닫는다. 

     ② GAS TRAIN PANEL의 LNG 인입쪽(오른쪽) BALL V/V와 산소 BALL V/V를 

닫는다.

  4) OPERATING TEMP.(온도설정) 조절

     ① CONTROLLER 설정 COVER를 연다.

     ②  키를 누른다.

        - SV 표시부에 1단위 자리가 깜박거린다.

     ③ 자리수 이동키를 누르면 차례로 깜박이는 자리가 이동한다.

     ④ 변경하고자 하는 자리가 깜박이면 키를 조작하여 숫자를 설정한다.

     ⑤ 설정이 종료되면 MD키를 누른다.

        - 깜박임이 중지하여 설정치 변경이 종료되고 RUN 상태로 복귀한다.



7. 연소설비 점검항목

  ⊙ 연소설비 점검

    가스버너를 사용, 운전하는 자는 본 장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스 연소 설비의 이상유

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한 후 가스공급자에게 통보한다.

대항목 소항목 일상점검요령 정기점검요령
정기점검주기

1/년 2/년 3/년

배
관

및

부
속
품

배관

누설의 
유무

후각테스트 및 
이상음을 체크
한다

누설검지기, 비눗물
시험, 계기시험으로 
체크한다.

●

부식 및 
기계손
상의 
유무

눈으로 확인한
다.

배관계통을 조사, 배
관지지상태를 체크
한다.

●

밸
브
류

및

기
타

누설의 
유무

후각테스트 및 
이상음을 체크

누설검지기, 비눗물 
등으로 체크한다.

●

밸브류
의 
조작성

코크의 느슨함, 
핸들의 조작성
을 본다.

부근에 장애물이 없
는가 확인한다.

●

스트레
이너의 
막힘

차압을 측정한
다.

떼어내어 막혀있으
면 청소한다. 금망의 
파손, 팩킹, 기타이상
이 있을 때에는 교
체한다(누설시험 필
히실시).

●

외부청
소

눈으로 확인한
다.

배관, 차단밸브, 조절
밸브 등 부속품 및 
제어반의 내외부청
소를 한다.

●

안전장
치의 
작동

흡닙압력, 토출
압력을 체크한
다.

설정압력 이하에서 
정지함을 확인한다.

●

후각테스트를 
한다.

●

압력
조정
기

계기압력을 체
크한다.

수시



안

전

장

치

버너

막힘, 손

상의 유

무

눈으로 확인한

다.

메인버너는 떼어내

든가 또는 내부로부

터 체크한다.

●

파 이 롯

트 버너

떼어내서 육안

으로 보든가 

스파크유무를 

확인한다.

플러그 및 1GN, T/R

를 교체한다.
●

연 소 상

태(화염

의 안전

성)

눈으로 확인하

거나 이상음은 

없는가 확인한

다.

배기가스 중의 CO2 

또는 O2를 측정하여 

적정공기비로 연소

하고 있는지를 확인

한다. 위치제어는 고

연소, 저연소마다 확

인하고 비례제어는 

최저연소, 중간연소, 

최고연소마다 체크

한다.

●

링 크 의 

이 상 유

무

가동중 느슨함

을 체크한다.

댐퍼개폐가 최소부

하에서 최대부하까

지 무리없이 원활하

게 움직이나를 체크

●

점 화 소

화 시 의 

이 상 유

무

점화음, 소화음

이 없는가를 

체크한다. 메인

버너로의 물욺

김은 양호한가 

관찰한다.

파일롯트 화염의 크

기는 적정한가를 체

크하고 필요에따라 

착화시에는 소량을 

줄인다.

●

안전

차단

밸브

작 동 이

상 유무

진동, 이사음, 

과열은 없는가

를 체크한다.

차단을 확인한다. ●

절 연 저

항의 측

정

차단밸브의 절연저

항을 측정한다. 절연

저항은 규정치 이상

일 것.

●



급

배

기

이 상 과

열 유무

육안으로 보든

가 가연물이 

부근에 없는가 

체크한다.

표면의 과열은 없는

가 체크한다.
●

막 힘 의 

유무

연소상태(화염

내 품음, 너울

거림이 없는가) 

체크한다.

통풍압을 체크한다. ●

기

타

제

어

반

제 어 반

내 청결

유무

눈으로 확인한

다.

단자, 점검부에 먼지 

등 이물질이 있지않

나 체크한다.

●

이상음 , 

온 도 상

승의 유

무

이상음은 없는

가 체크한다.

제어반내 주요기기 

단지부의 온도를 체

크한다.

●

각 표시

등의 동

작

눈으로 확인한

다.

정상시에 작동하는 

램프, 이상시에 작동

하는 램프를 체크하

고 끊어져 있을 때

는 교체한다.

●

각 배선

의 상황

갈라짐, 벗겨짐이 없

는가 확인한다. 각 

단자와 배선 및 단

자대가 확고하게 고

정 있는지 체크한다.

●

전 압 의 

확보

정지시, 운전시의 전

압을 측정하고 규정

범위내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개선한다.

●

전 원 극

성의 원

인

조작회로의 전원이 

고위측과 접지측이 

정확하게 접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접

지극성이 있을 때 

반선되었을 때 개선

한다.

●



기

타

제

어

반

릴 레 이 

점검

눈으로 확인한

다.

외관검사로 열화가 

인정되는 것은 신품

으로 교체한다.

●

정 전 시

의 안전

장치

전원을 끊었을 때 

안전차단장치가 1초

이내에 닫히는가 확

인한다. 전원을 넣었

을 때 연소장치의 

상태를 확인한다.

●

가

스 

트

레

인

내부 청

결 유무

눈으로 확인한

다.

가스트레인의 내부

에 먼지등 각종 이

물질이 쌓여 있나 

확인하고 내부를 청

소한다.

●

작 동 상

태

설비의 각종 리미트

를 작동상태로 해두

고 그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설 정 치

와 오차

유무

설정치(온도, 압력)

와 작동치를 측정한

다.

●

안전

차단

밸브

작 동 이

상 유무

진동, 이상음, 

과열은 없는가

를 체크한다.

●



안

전

장

치

안전

차단

밸브

내 부 누

설 유무

차단밸브 하류

의 압력상승 

또는 상류의 

압력강하를 체

크한다.

안전밸브의 내부누

설량을 메스실린더

에 잡아 계량한다.

●

연소

감시

장치

기 능 의 

이상 유

무

작동이 확실한

가 체크한다.

화염전류 및 안전스

위치의 작동 시간 

후 실화신호(부지 및 

램프)가 나오는지 확

인한다. 이상이 있는 

경우 연소안전제어

장치(화염 증폭기)나 

화염 검출기를 체크

한다.

●

손모, 청

결 유무

화염검출기 표면의 

청소, 로드의 손모상

태를 체크한다.

●

압력

스위

치

작 동 상

태

설정치에서 벗

어나지 않았나 

체크한다.

압력을 변화시켜 작

동을 테스트한다(설

정치와 작동치의 측

정). 각압력스위치를 

작동시킨 경우 안전

차단여부를 확인한

다. 정상으로 자동복

귀하지 않을때는 원

인을 규명하고 수리

교체한다.

●

지 시 의 

이 상 유

무

진동은 없는가, 

연점에서 벋어

나지 않는가 

체크한다.

●

연소

안전

제어

장치

프 리 퍼

지, 포스

트 퍼 지 

시 간 의 

확보

작동은 확실한

가, 진동, 이상

음은 없는가 

체크한다.

프리퍼지, 포스트 퍼

지가 규정시간대로 

확보되어 있는가 체

크하고 설정치를 확

인한다.

●

스 파 크 

시간

작동을 확인한

다.
시간을 체크한다. ●



8. 이상 발생 시 조치사항

순번 고장 원  인 조 치 사 항

1 점화불량

- GAS PRESS(Q, AIR) 부적함 AIR 및 GAS REGULATOR 
조절

- GAS가 투입되고 있는지 확인
한다.

점화시 SOL. V/V가 OPEN되
는지 확인한다.

- SPARK IGNITION의 불량 IGNITOR ROD 간격이 적당
한지(2∼3mm) 확인한다.

- IGNITION T/R의 불량
SPARK IGNITOR가 이상이 
없으면 IGNITION T/R을 점
검한다.

- IGNITION CABLE 불량
CABLE의 소손 및 T/RRKS 
접촉을 확인하여 조치한다.

- 공연비 부적합 화염 공기비율을 조정

- 검출기 불량 검출기점검, 설치부 점검

2
불완전
연소

- OXYGEN/GAS PRESS 부적합
가스 및 산소 REGULATOR 
조정 산소 및 가스 FILTER 
청소

- AIR/GAS FLOW량 불일치 LINKAGE 조정

3
MAIN
착화
실화

- PILOT 실화
PILOT를 점화시킨다(점화불
량 항목 참조).

- PILOT 화염검출 불량

PILOT 화염이 양호한데도 
점화불량이면 MAIN BURNER 
중앙에 화염이 미치지 못하
여 검출이 안되므로 
SUCTION FAN을 최소하거
나 SUCTION쪽 입구를 최대
한 개방하여 PILOT 화염이 
빨려나가지 않도록 한다.

- MAIN 착화 버튼시 실화

MAIN V/V OPEN시 가스압
의 순간적 저하로 PILOT 가
스압이 낮아져 실화가 생기
므로 PILOT 가스압력을 높
혀서 예방한다.

4 운전 중
소화

- 운전중 IMTEROCK LAMP가 들
어오지 않고 BURNER TRIP 시

과잉 연료가 투입되어 공연
비가 맞지 않거나 산소, 
LNGDKQFUR이 규정보다 높
거나 낮을 때



순번 고장 원  인 조 치 사 항

4
운전 중

소화

- 안전장치와 작동

압력스위치 등 점검

압력조정기를 점검하여 규

정압으로 조정되는지 확인

하고 조정기 불량시 교체한

다.

- 최소부하 POINT가 너무 낮음. 최소부하위치를 조정.

5 역화

- PRE PURGE 부족
PRE PURGE를 충분히 할 

것.

- 배기쪽 댐퍼가 열렸는지 확인
배기댐퍼가 동작하는지 확

인할 것.

6

BURNER

TRAOT에

카본축적

- 산소량 부족
산소압 점검

산소량 점검

7

초기점화

시 화염

을 감지 

못 하 는 

경우

- SENSOR부 이물질 부착 UV SENSOR 교체

- FLAME SCANNER 불량 UV SENSOR 교체

- CABLE 접지 불량
CABLE이 잘 접촉되어있나 

확인한다.

- FLAME AMP, RELAY 불량
FLAME AMP, RELAY를 교체

한다.



9. DRAWING 

  9-1. 기계 PART DWG

       - BURNER

       - P & I D

       - GAS TRAIN DWG

       - OXYGEN CONTROL V/V DWG

  9-2. ELEC. DWG

  9-2. ELEC. DWG



































부록 4. 소각공정 운전 및 유지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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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각로 및 각 기기의 사양

  본 기기의 특징은 폐기물 중 가연성 성분을 고온 열분해하여 무연무취의 공해로 소각처리 하

며,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연소가스를 재순환하여, 외부로의 소각로 배출가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1) 소각로

   (가) 자체중량, 적재 하중 및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나) 내화축로 구조로하여 내부의 열이 외부로 발산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소각로 재질은 고온고압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써 SS400 4t 이상으로 하여 견고함과 

안전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라) 소각로 하단부위 및 개폐문 부위는 내화재(CT-180)로 충진하고. Anchor(STS 

304)로 고정하여 소각로에서 방출되는 온도를 줄임으로써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한다.

        (마)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가스로 인한 폭발장치를 위하여 방폭구를 설치하여 급 가연

성 폐기물이 유입되어 순간점화로 인한 폭발 및 가스팽창을 배기시키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바) 연소실의 내부는 고내열성의 재질 또는 내마모성 내화도 SK34이상의 내화벽돌이

나 내화물(내화케스타블)로 축로하여야 한다.

   (사) 처리시설의 바닥은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콘크리트)로 포장해야 한다.

   (아) 연소실의 공기공급 Nozzle은 STS304(KS D3705) 로 제작한다.

   (자) 소각로 내부 폐기물 착화 및 연소실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보조연조장치를 부

착해야 한다.  보조연소장치의 연료는 액화석유가스(LPG)로한다. 보조연소장치에 부속되는 유량계 

등 부대설비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차) 소각로에서 HEAT EXCHANGER로 연결되는 Duct 재질은 SS400(KS D3503) 

4.5t 이상으로 하고 내부는 내화재로 충진하여야 한다.

  (카) 연소실 외부는 전처리된 철재류로 제작완료 후 고급 방청도료로 2회 이상 도색 

후 내열은분도료(600도)를 2회 이상 도색해야 한다.

          (타) 소각시설의 투입장치는 호퍼를 설치하여 수동으로 인력에 의해 연소실의 연소상

태에 따라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파) 연소실에서의 연소가스 체류시간은 2초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HEAT EXCHANGER

           (가) 형식은 수냉 연관식으로 한다.



           (나) Casing재질은 SS400 6t 이상을 사용하며, 고온의 연소가스가 유입되는 입구부위

는 내화재로 충진하여 재질의 열화 등으로 인한 손상을 막아야 한다.

           (다) 연관의 재질은 STBH 340으로 사용하며, 규격은 40A를 사용한다.

           (라) HEAT EXCHANGER의 효율은 유입되는 연소가스 (약 1200℃)를 400℃정도로 냉

각시켜야 한다.                

           (마) 열교환에 의해 발생되는 수증기는 외부로 배관을 연장하여 대기중으로 배출하도

록 한다.

           (바) 열교환에 필요한 냉각수를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냉각수 사용

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라인에 유량계를 설치한다.

(3) 대기오염 방지 시설

           (가) 형식은 표면여과 형식으로 한다.

           (나) 케이싱의 재질은 SS400 4.5t 이상으로 제작하며, 여과포의 재질은 내열내식성의 

재질인 화이버 라스에 테프론이 코팅된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다) 여과포의 눈막힘 현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압계를 설치한다.

           (라) 여과포에 퇴적된 분진의 탈진은 차압계를 확인하여 주기적으로 수동으로 탈진한

다.

           (마) 여과포 하부에 포집된 비산분진은 운전이 종료된 후 수거하여 처리한다.

(4) GAS CONDENSER

           (가) 형식은 수냉 연관식으로 한다.

           (나) Casing재질은 SS400 6t 이상을 사용한다.

           (다) 연관의 재질은 STBH 340으로 사용하며, 규격은 40A를 사용한다.

           (라) GAS CONDENSER의 효율은 유입되는 연소가스 (약 200℃)를 50℃정도로 냉각시

키며, 연소가스중의 수분을 응축해야 한다.

           (마) 열교환에 의해 발생되는 수증기는 외부로 배관을 연장하여 대기중으로 배출하도

록 한다.

           (바) 열교환에 필요한 냉각수를 지속적으로 공급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냉각수 사용

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라인에 유량계를 설치한다.

(5) 통풍설비

      (가) 송풍기의 형식은 터보타입(Turbo Type)으로 하고, 재질은 SS400로 한다.

   (나) 유인 송풍기의 용량은 계산에 의해 구해진 최대풍량의 15-30%여유를 가져야 한



다.

   (다) 연소실의 산소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조절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6) 덕트(DUCT)

(가) 배가스덕트는 분진에 의한 폐색이 일어나지 않고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덕트의 재질은 SS400 4.5t이상으로 제작하고 외부는 내열도장 처리한다.

(다) 소각로에서 HEAT EXCHANGER로 유입되는 덕트는 고온의 연소와 직접 접촉

하므로 내부에 내화물을 충진해야 한다.

(라) 유인송풍기 전단에 댐퍼를 설치하여, 소각로 내부의 압력에 따라 연동되도록 하

여, 연소가스의 통풍이 원활하도록 해야한다.

(마) GAS CONDENSER를 통과한 연소가스 덕트에 대기로 방출하는 덕트와 재순환

되는 덕트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 연소가스의 유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7) 조작반(CONTROL PANEL)

(가) 소각로 작동 시 전압, 전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Gauge를 설치한다.

(나) 보조연소버너(2차버너)는 연소실 출구가스의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ON/OFF 되

어야 한다.

(다) 각 지점에서 체크한 연소가스의 온도를 자동으로 기록하기 위한 자동온도기록계

를 설치해야 한다.

(라) 각 설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설비를 설계해야 한다.



           원 소
 폐기물

비율
(%)

원      소      조      성

C H O N S Cl A W

Wet Base M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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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nerr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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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Exchanger 2Pass

   

       250℃

    
    
    

Oxygen Bu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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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 Filter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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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50%

Ⅱ.  폐기물 조성 및 설계계산서

   1. Testing Waste 

 

   2. Process    



   3. Capacity : 10kg/h

   4. 고위발열량(Hh) = 8,100C + 34,000(H-O/8) + 2,500S = 7,010.6 kcal/kg

     저위발열량(Hℓ) = Hh - 600(9H+W) = 6,562 kcal/kg

   5. 필요 산소량(Oo) = 1.87C + 5.6(H-O/8) + 0.7S

                     = 1.87x0.631 + 5.6(0.072-0.132/8) + 0.7x0.005

 = 1.49 N㎥Oo/kg.waste                   

   6. 과잉 공급비 : 1.5

   7. 실제공급 산소량(O2) = 1.49 x 1.5 = 2.24 N㎥/kg

   8. 발생 가스량(Gw)

     ꋮ CO2 = 1.867C = 1.867 x 0.631 = 1.178

     ꋮ H2O = 11.2H + 1.244W = 11.2 x 0.072 + 1.244 x 0.1 = 0.93

     ꋮ SO2 = 0.7SH = 0.7 x 0.005 = 0.0035

     ꋮ HCl = 0.61Cl = 0.61 x 0.035 = 0.02135

     ꋮ O2  = (m-1)O2 = (1.5-1.0) x 1.49 = 0.745

     ꋮ N2  = 0.8N = 0.8 x 0.005 = 0.004

     ꋮ 발생가스량 = 2.88 N㎥/kg.waste

     ꋮ Recycle Gas = 2.88 N㎥/kg.waste   

     ꋮ Total = 5.76 N㎥/kg.waste

   9. 보조연료

     1) 연 료 명 : C3H8

     2) 연소산소 필요량 : 5 N㎥.O2/N㎥.CH4

     3) 산 소 비 : 1.2

     4) 연소반응 : C3H8 + 5O2 ―――→  3CO2 + 4H2O

     5) 발 열 량 : Hh = 12,810 kcal/N㎥

                 Hℓ = 11,830 kcal/N㎥

     6) 비   중 : 1.96 kg/N㎥

     7) 실제 산소 공급량 : 5.0 x 1.2 = 6 N㎥.O2/N㎥.CH4

  

10. 설계사양

      ￭ 용 량 : 10 kg/hr

      ￭ Oo = 1.49 N㎥.O2/kg.waste

      ￭ m = 1.5

      ￭ 실제 공급 산소량 : 1.49 x 1.5 = 2.24 N㎥.O2/kg.waste

      ￭ Gw = 2.88 N㎥.gas//kg.waste → 전체가스량은 투입된 폐기물에 의해 발생되는 연

소가스량과 재순환 되는 연소가스량(발생가스량의 100%)으로 가정         ⇒ 2.88 N

㎥.gas//kg.waste



      ￭ 총 연소가스량(GT) = 2.88 + 2.88 = 5.76 N㎥.gas//kg.waste

      ￭ 열 정 산

         1) 입 열 : ①폐기물 보유현열 + ②저위발열량 + ③재순환 되는 가스 보유열량 + 

④산소보유 현열                  

           ①폐기물보유현열 = Cpr.tg(lxW+0.32(1-W))x℃ = 77.6 kcal/hr

           ②저위 발열량    = 6,562 kcal/kg x 10 log/hr = 65,620 kcal/hr

           ③재순환되는 가스 보유열량 = 2.88N㎥.gas/kg.waste x 10 kg.waste/hr x 50℃ x 

0.25 kcal/N㎥℃ = 360 kcal/hr

           ④ 공급되는 산소의 보유현열 = 2.24N㎥/kg x 10kg/hr x 0.3 kcal/N㎥℃ x 20℃ 

= 134.4 kcal/hr

              ∴ Qi total = 77.6+65,620+360+134.4 kcal/hr = 66.192 kcal/hr

         2) 출 열

           ① 노 방열손실 : 9,843 kcal/hr

           ② 잔사보유열량, 기타 : 4,823 kcal/hr 

                              : 14,666 kcal/hr + 57.6 N㎥/hr x Cp.tg

         3) 소각로 출구가스 온도 추정

               66.192 = 14,666 + 57.6 x Cp.tg

                Cp.tg = 894.55

                  tg ≒ 1,400℃

           

 11. 설계 사양 

     1) 연소실 용적계산

        ① V = 10 x [6,562 + 2.24N㎥/kg x 0.312kcal/kg x (20-20) x 32 kg/22.4N㎥] / 

200,000kcal/m3․hr = 0.3289㎥ 

            ∴ 실제 용적은 여유율을 감안하여 20%의 여유율을 준다.

                0.3289 x 1.2 = 0.39㎥

           1차 연소실 연소가스량 : 5.76Nm3/hr * 10kg/hr *1/60 * (273+1200)/273 = 

5.17m3/min = 0.086m3/sec

            V = Q * t = 5.17m3/min * 1/60 * 2.5sec = 0.22m3

         ∴ 규격 = -내부규격 : φ650 x 1,300L (0.39 ㎥), -외부규격 : φ1100 x 1790L

     2) Heat Exchage



        입구 연소가스온도 : 1,200℃     출구 연소가스온도 : 400℃

        냉각수 인입온도 : 20℃         냉각수 출구온도 : 100℃

     3) Bag Filter

        입구연소가스온도(t) = 200℃, Q = 0.96 N㎥/min x ((273+200)/273)  = 1.66 A㎥/min

        A/C = 0.92m/min

        여과포면적(A) = Q/V = 1.66 A㎥/min / 0.92 m/min = 1.8 ㎡

        여과포규격 = Φ60 * 1000(여과면적은 0.2m
2
)

         여과포 수량 = 1.8 ㎡/ 0.2m
2 
= 9EA

          ∴ 650
w
 x 620

L 
x 1,800

H
 

     5) I.D FAN

        t = 200℃, Q = 0.96 N㎥/min x ((273+200)/273) x 60sec/1min 

          = 1.66 m
3
/min x 1.2 = 1.99㎥/min

          ∴ 용 량 : 5 ㎥/min x 550 mmAq x 2.2 kw

      6) Gas Condenser

        t = 200℃, Q = 0.096 N㎥/sec x ((273+200)/273) = 1.66 A㎥/sec

        입구 연소가스온도 : 200℃     출구 연소가스온도 : 50℃

        냉각수 인입온도 : 20℃        냉각수 출구온도 : 30℃



Ⅲ.  소각로 운전요령 및 안전수칙

       1.  운 전 개 요

       2.  소각물의 연소를 위한 준비사항

       3.  운전전 준비사항 및 점검사항

       4.  소각로 자동운전

       5.  소각로 수동운전

       6.  운전중 제어관련사항

       7.  소각도중 소각설비에 대한 경보상황

       8.  운전중 주의사항

       9.  스위치 조작실수 경보등 및 경보음 발생상황

       10.  운전종료 시

       11.  운전 중 안전수칙



1. 운전 개요

   (1) 운전감시 개요

      운전 조작은 계장 시스템에 의하여 수동운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버너는 출

구온도제어에 의해 자동비례 제어된다. 설비의 운전상황은 주제어반의 경보음(모터 과부

하 및 수위이상)으로 운전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으며 이상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시

로 각 기기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감시 방법이다.

    (2) 운전방법 개요

       운전자는 주제어반의 조작 스위치를 조작하여 각 기기의 정상운전 상태를 알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는 경보등이 작동한다. 운전 시 이상이 발생되면 곧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발생된 이상이 전체 플랜트에 향을 줄 수 있고 사고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고 판단되면 즉시 운전을 중지시켜야 한다.

2. 소각물의 연소를 위한 준비사항

   (1) 소각로의 연소실내의 전일 잔재물을 제거한다.

       (잔재물이 적량 잔존해 있는 상태를 유지) 

    (2) 가스냉각기 및 GAS CONDENSER의 급수 충만 상태를 확인한다.

    (3) 주제어반내 메인전원 스위치 및 각 장치의 전원스위치를 켠다.

    (4) 주제어반 우측문에 설치된 조작전원 스위치를 정지상태에서 운전상태로 전환한

다. 

    (5)  소각폐기물은 반드시 구성비율을 지켜주도록 한다.



3. 운전 전 준비사항 및 점검사항

조작 부문 중      요      사      항 비  고

1. 사전 준비 확인 ◆ 각 기기의 회전방향, 밸브류의 개폐상태 가스 및

   급수의 저장량

◆ 회전기기의 오일 충진 유무 등을 점검

2. 전기 및 배전반

  확인

◆ 전기배전반의 제어전원, 전기배전반의 조작전원,

   각 회전기기의 전원등

3. 버너 라인 ◆ 버너의 동작상태 및 연료라인 누기 여부 확인

4. 퓨셔
◆ 실린더의 동작 상태 확인

◆ 압력계 상태 확인

5. 소각로의 확인

◆ 소각로 내부의 내화벽돌 상태

◆ 공기노즐 상태

◆ 열전대 상태의 확인

◆ 연소공기 조절밸브의 개도 상태

◆ 각종문의 닫힘상태

◆ 각 개폐부의 누기 여부

6. 가스냉각기 ◆ 가스냉각기의 급수 상태

◆ 레벨 게이지의 작동 상태

7. 공기공급
◆ 산소배관 및 공기압축배관 확인

◆ 댐퍼부의 필요사용량의 개도상태 및 사용압 확인

8. BAG FILTER

◆ 에어 헷더의 응축수 배수

◆ 여과포의 상태

◆ 펄스 밸브의 작동상태

◆ 레규레이터의 조정압력확인

◆ 에어 필터의 상태

9. 유인송풍기 ◆ 축 및 베어링 상태 확인

◆ 댐퍼부의 필요사용량의 개도 상태 확인

10. 에어콤프레셔
◆ 응축수 제거 상태

◆ 기타내용은 콤퓨레셔 정비 메뉴얼 참조



4. 소각로 수동운전

   (1) 제어반 안의 전원을 작동상태로 절환 한다.

   (2) 버너 운전

       버너 운전 시는 반드시 밸브를 개방 후 운전하여야 한다.

       버너는 연소실 출구 온도조절계 (TIC)에 의해 온도관리는 할 수 있다.

   (3) 공압에 관련된 장치 운전

       공압에 관련된 장치들은 압축공기 밸브를 개방 후 운전하여야 하며 관련된 장치

는 다음과 같다.

         ◆ 펄스 밸브 ( 3 SET )

         ◆ 투입문

    (4) 유인송풍기, 펄스밸브, 버너,  기타 운전/정지 스위치 작동으로 운전한다.

    (5) 가스냉각기 급수 펌프 운전

       운전에 관계없이 가스냉각기 및 GAS CONDENSER 수위를 유지시켜야 한다.

5. 소각도중 소각설비에 대한 경보상황

    (1) 경보음 발생은 부저가 1초 간격 점멸 취명하고 경보등이 작동하는 상태임.

    (2) 경보음 발생개소 및 상황

        ○ 운전 중 모타 및 기타장치의 과전류 계전기가 차단 되었을때

        ○ 수위 감지용 LEVEL 스위치가 제한된 위치에 감지될 때

        ○ 버너 이상 시

 

6. 운전 중 주의사항

   (1) 최초 연소물질의 투입은 착화가 용이한 물질을 선택한다.

   (2) 쓰레기 투입은 연소상태를 보아가며 적정량씩 일정하게 투입 연소시킨다. (과잉

투입 절대금지 : 과잉투입 시 소각설비의 과부하가 생기고 소각설비의 수명단축 및 문

제점 발생가능성이 크다.)

   (3) 폐기물 투입 시 항상 일정성분이 투입될 수 있도록 투입한다

       ※주의 : 폐합성수지류는 발열량이 높고 용융적하현상이 발생하여 소각로 운전

에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반드시 목재나 생활쓰레기를 적당히 배합하여 소각시키도록 할 

것.

   (4) 소각로 운전종료 시 잔재처리는 반드시 다음날 실시하도록 한다.

   (5) 소각도중에는 자동에 위치시켜, 소각설비에 대한 전기적인 제어를 받을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보등 및 경보음이 발생되었을 시는 적절한 대책 및 원인 제

거 후 기기를 가동하여야 한다.

   (6) 투입되는 폐기물은 불연분 및 다습성 페기물은 분리된 상태이어야 한다.

   (7) 소각설비 운  중에는 운 요원이 자리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7.  운전 종료시

   (1) 운전종료 시 30분전에 연소물질 투입을 종료한다.

   (2) 연소실의 연소상태를 투시창을 통해서 확인한다.

   (3) 최종적으로 유인송풍기를 정지시키고 펄스 밸브를 가동하여 여과포의 분진을 탈리시

킨다.

   (4) 소각 작업이 종료되었을 시 메인전원과 급수변을 확인차단하고 주위를 청결히 

정리 정돈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8. 운전중 안전수칙

   (1) 휘발성이 강한 유류(휘발유, 신나) 또는 폐된 용기(부탄가스통) 등은 폭발의 위

험성이 있으니 투입을 절대 금하여야 합니다.

   (2) 불연물(유리병, 금속류, 석면류) 등은 연소 장애요인이니 반드시 미리 선별하여 

투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일시에 많은 양의 연소물질 투입은 과부하에 의한 불완전 연소 및 매연발생 등

의 이상상태의 원인이 되므로 무리한 용량초과 소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Ⅳ.  각 기기별 취급설명서

1.  소 각 로

2.  가스냉각기/ GAS CONDENSER

3.  여 과 포

4.  각기기 주기점검표



1. 소 각 로

No 점 검 장 소  점검시기 및 회수 점검 사항과 조치

1
소각로 내부

 (내화물)

․1개월 1회

․연소물질 투입으로 인한 충격 

및 고온에 의한 온도 상승등이 

있을 때

․비정상적인 균질이나 내화물이 

  부스러지거나 과도한 마모시 

  교체 또는 보수한다. 

2 공기공급 노즐 ․1개월 1회

․연소시 이물질에 의해 공기

  공급 노즐이 막혀 연소에 장애

  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청소한다.  

3 연소실 내부 ․2개월 1회
․노벽 및 바닥의 퇴적분진을 

  제거한다.

4 연료/공기라인 ․수시

․버너 작동상태 확인 

․산소/LNG 누설을 확인한다.

․훨타를 점검하고 필요시 교체

  한다.

5 연소실 점검문 ․수시

․운전개폐시 씰링 제의 파손으

  로 공기가 흡입되면 완전연소

  에 지장을 주므로 수시로 확인

  한다.

2. 가스냉각기, GAS CONDENSER

No 정 검 장 소  점검시기 및 회수 점검 사항과 조치

1 연 관 부 1 개월 1회

◆점검홀 및 노통 등에 연소에 의한

  퇴적분진을 제거한다

◆청소후 조립시 기 에 유위할 것

2 밸브 및 계기류 수  시
◆밸브의 누수 및 계기류 이상 유무

  를 점검한다

3 급수펌프 수  시 ◆가동상태 점검

4 PULSE VALVE 수  시 ◆펄스밸브의 작동 및 이상소음 유무  



3. 여과포 

   가. 여과포 설치요령(여과포를 다공판 위에서 설치할 경우)

1) Ceramic Filter를 설치하기전에, 사용하신 여과포를 모두 집진기로부터 빼어 

내십시요.  그런 다음 집진기의 각 실(CHAMBER)을 깨끗이 청소하여 주십시오.

2) 여과포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끌리거나 혹은 밟히지 않도록, BOX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집진기 상부의 다공판까지 운반되도록 하십시요. 바닥이 고르지 못한 곳에

서 상자를 뜯을 경우에는 널판지나 다른 대용품을 밑에 깔아주십시오.

3) 다공판(TUBE SHEET HOLE)의 거친 부분에서 여과포를 보호하기 위해 각 

여과포마다 여과포 설치 보조용 SLEEVE를 삽입한 후 여과포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4) 여과포를 상자에서 하나씩 빼어낸 다음 바닥에 놓아두지 마시고 즉시 타공판 

안에 삽입하여 주십시오.

※ 주의 : 형광물질을 가지고 LEAK TEST 할 경우 135蜦 이상에서는 THERM

OPLASTIC POWDER를 사용하지 마시고 DAYGLOT SERIES PIGMENTS나 RADIAN 

TP-1700 SERIES PIGMENT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 BAG FILTER START-UP PROCEDURES

1) BAGFILTER START-UP SHALL BE COORDINATED WITH THE STA

RT-UP OF THE OTHER EQUIPMENT & AREAS OF THE FACILITY.

2) CLEANING CYCLE TO DESIRED LEVELS :

  PULSE PRESSURE = 1∼2 kg/ cm
2

  △P(ACROSS THE FILTER BAG)=APPROX.80 - 300 mmH2O

DURING LOAD TEST RUN

MAX.  300mmH2O

3) PRECOAT THE FILTER BAGS WITH LIME POWDER ACCORDING TO THE F

OLLOWING DIRECTIONS :

  OPEN THE INLET AND OUTLET DAMPERS OF ALL COMPARTMENT

S.

  START MAIN INDUCED DRAFT (I.D) FAN AND INCREASE FLOW TO 

AMINIMUM OF 50% OF DESIGN LEVEL. RECORD THE PRESSURE DROP - THI

S IS THE BASELINE △P

  FEED LIME INTO MAIN BAG FILTER INLET DUCT.

4) ISOLATE BAG FILTER FROM MAIN I.D. FAN

5) BEGIN THE OPERATION OF THE HOPPER - ASH EVACUATION SY



STEM

6) BEGIN MAIN I.D. FAN AND BEGIN COMBUSTION OF PREHEAT FUEL. 

PREHEAT THE BAGHOUSE UNTIL THE TEMPERATURE REACHES NEAR NORMAL 

OPERATING CONDITIONS. (150 ∼500℃)

7) ENSURE ALL SYSTEMS ARE OPERATING PROPERLY

다.BAG FILTER SHUTDOWN PROCEDURES

1) BAG HOUSE SHUTDOWN PROCEDURES SHALL BE COORDINATED 

WITH THE SHUTDOWN OF OTHER EQUIPMENT AND AREAS OF THE FACILI

TY.

2) THE BAG HOUSE SHOULD BE ALLOWED TO OPERATE UNDER NORMAL 

OPERATING CONDITIONS UNTIL ALL THE WASTE IS BURNED FROM THE CO

MBUSTOR AND COMBUSTION IS STOPPED.

3) AFTER COMBUSTION IS STOPPED AND LIME-SLURRY FEED TO SP

RAY DRYER ABSORBER IS SHUT 
.
OFF, AIR FLOW THROUGH THE BAG HOUS

E SHOULD BE MAINTAINED IN ORDER TO PURGE THE SYSTEM OF ACID AND 

ORGANIC GASES THIS SHOULD BE DONE IN CONJUNCTION WITH THE OPER

ATION OF THE  STATIONARY HEATING SYSTEM. THE SYSTEM SHOULD B

E PURGED FOR A PERIOD A OF 5-15 MINUTES.

4) SHUTDOWN FANS, BUT ALLOW THE BAG HOUSE HOPPER EVACUATI

ON SYSTEM TO OPERATE.

5) PULSE BAG HOUSE  FOR 3 COMPLETE CYCLES (OFF0LINE) WHILE 

STILL AT OR NEAR OPERATING TEMPERATURE.

6) CONTINUE TO EVACUATE HOPPER FLY ASH UNTIL IT IS EMPTY.



4. 각 기기 주기 점검표

                                                    ○점검

●청소

품    명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분기점검반년점검 년간점검 비    고

소 각 로 ○ ○ ○ ○ ○ ●
인화물질
미취 여부

버    너 ○ ○ ○ ○ ○ ● 가동상태

가스냉각기 ○ ● ●
누수여부
연관청소

각 펌프류 ○ ○ ● 펌핑상태

공압장치 ○ ○ ○ ● 작동여부

Gas 
Condenser

○ ○ ○ ● 스프레이 
상태

LEVEL ○ ○ ○ 작동여부

백 필 터 ○ ○ ○ 차압상태

송풍기류 ○ ○ ● 작동여부

압축공기/
산소배관

○ ○ ○ 정상압상태

Flow meter ○ ○ ○ ○ ○ ○ 가동상태

※ 반년 점검 및 년간점검시는 1일은 점검 실시하고 1일은 정비.



V.  관 련 도 면

         1. 기계도면

   - 공정도

   - 기기배치도

   - 소각로 조립도

   - 소각로 축로 상세도

   - 여과집진기 조립도

   - 가스냉각기

   - 수분 응축제거기(콘덴서)

2. 전기도면

   - Panel Lay-Out Diagram

   - Single Line Diagram

   - Three Line Diagram

   - Control Circuit Diagram(1)

   -              "          (2)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TR-1886/2001   

     제목 / 부제 

알파폐기물 처리용 산소 소각공정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AR,TR 등의 경우 주저자)

  김  정  국

  (핵화공연구팀/ 염폐기물 처리기술개발 분야)

연 구 자 및 부 서 명  양희철, 박근일, 김인태, 김준형

 (핵화공연구팀/ 염폐기물 처리기술개발 분야)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1

페 이 지     228 p.     도  표  있음( ○ ),    없음(   )  크  기 A4

참고사항  

비 여부
 공개( ○ ), 대외비(   ), 

 __ 급비
보고서종류  기술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계약번호

초록 (15-20줄내외)

국내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가연성 알파폐기물을 산소 소각공정에서 처리하는 기술

을 개발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물질 및 열 수지로부터 소각 배기체 발생량 및 조성을 예

측하고 일반 공기소각과 비교하 다.  원전연료를 제조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우라늄 

함유 가연성 폐기물을 대상으로 산소 소각공정 내에서 일어나는 연소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실 규모의 산소 소각공정을 설계, 제작, 설치하고 운전하 다.  산화제로 산소

만을 사용하여 소각할 경우 공기를 이용하는 일반 공기소각에 비해 이론적으로 배기체 

발생량을 1/7이하로 줄일 수 있다.  더하여, 방사성 알파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국내외 

소각 및 용융처리 공정의 기술동향과 소각시설의 설계, 건설, 운 에 관련된 국내외 규

정과 지침 등을 검토하 으며, 국내 소각관련 규정과 산소버너 및 산소 소각공정의 운전

/유지 지침서를 부록에 실었다.

주제명 키워드

(10단어내외) 

산소, 소각, 규정, 방사성폐기물, 전산모사, 산소버너, 소각공정, 

설치, 운전 지침서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TR-1886/2001  

  

Title / Subtitle 

Oxygen Incineration Process for Treatment of Alpha-Contaminated Wastes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or Main Author)

 Jeong-Guk Kim

 (Nuclear Chem. Eng. Research Team) 

Researcher and 

Department
 Hee-Chul Yang, Geun-Il Park, In-Tae Kim, Joon-Hyung Kim

     (Nuclear Chem. Eng. Research Team)

Publication

Place 
Taejon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2001

Page    228 p. Ill. & Tab. Yes(○),  No (  )  Size    
           

A4

Note  

Classified Open(○ ),  Restricted(   ),

 ___ Class Document
Report Type  Technical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As a part of development of a treatment technology for burnable alpha-bearing 
(or -contaminated) wastes using an oxygen incineration process, which would be 
expected to produce in Korea, the off-gas volume and compositions were estimated 
from mass and heat balance,  and then compared to those of a general air 
incineration process.  A laboratory-scale oxygen incineration process, to investigate a 
behavior on combustion within the oxygen-incineration chamber with U-contained 
burnable wastes from nuclear fuel fabrication facility, was designed,  constructed, 
and then operated.  The use of oxygen instead of air in incineration would result in 
reduction of off-gas product below one seventh theoretically.  In addition, the trends 
on incineration and melting processes to treat the radioactive alpha-contaminated 
wastes, and the regulations and guide lines, related to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incineration process,  were reviewed.  Finally, the domestic regulations 
related incineration, and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s for oxy-fuel burner 
and oxygen incineration process were shown in appendixes.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Oxygen, Incineration, Regulation, Radwaste, Computer simulation, Oxy-fuel burner, 

Incineration process, Construction, Operation manual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가연성 알파폐기물 처리 기술
	제1절 서론
	제2절 알파폐기물 소각기술 동향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제3절 알파폐기물 용융처리 기술
	1. 일본의 Plasma induction hybrid melter
	2. 러시아 Shaft furnace with melter
	3. 프랑스의 Cold crucible
	4. 미국의 Plasma/vitrification

	제4절 알파폐기물 소각로의 운전현황 및 개선 사례
	1. 프랑스
	2. 독일

	제5절 알파폐기물 소각모델
	1. 처리대상 폐기물
	2. 처리공정 종합


	제2장 방사성폐기물 소각관련 규정
	제1절 국내 소각관련 규정
	1. 환경부 법규
	2. 과기부 법규

	제2절 국외 소각관련 기준
	1. IAEA
	2. 미국
	3. 일본
	4. 영국

	제3절 소각관련 기준 적용 예
	1. 설계
	2. 공정 묘사
	3. 단위장치


	제3장 산소 소각기술
	제1절 산소부화 소각기술 현황
	1. 산소부화 효과
	2. 배기체 발생량
	3. 배기체 조성
	4. 질소산화물
	5. 산소부화소각의 이점

	제2절 산소 소각공정 제작
	1. 산소 소각공정 모사
	2. 산소 소각공정 제작, 설치

	제3절 산소 소각공정 운전
	1. 산소 소각공정 운전
	2. 실험결과 및 검토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소각시설관련 환경부 법규
	1-1. 소각시설 설치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관련, 별표 7의 1)
	1-2. 소각시설 검사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관련, 별표 7의 2)
	1-3. 소각시설 관리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관련, 별표 8의 1)
	1-4.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관련, 별표 8의2)
	1-5.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관련, 별표8)
	1-6. 폐기물소각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00-10)

	부록 2. 소각시설관련 과기부 법규
	부록 3. 산소버너 운전 및 유지 절차서
	부록 4. 소각공정 운전 및 유지 절차서

	qq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