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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3년 폐수슬러지 발생량은 각각 유기성 폐수슬러지가 3,407,567톤, 무기성 폐수슬러
지가 2,957,704톤이다. 폐수슬러지는 처리방법에 따라 60~80%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 본격적인 처리에 앞서 이를 탈수, 건조시키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유중건조기술
은 하·폐수 슬러지에 포함된 많은 양의 수분을 단시간에 증발시키는 건조기술이다.
폐수슬러지는 다양한 중금속과 유기성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처리가 어려우며,
건조 후 재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산업 및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슬러지를 유중건조기술을 건조하고, 다량의 중금속 등을 포함한 건조물
을 용융 기술을 통하여 처리하여 중금속 용출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처리된 용융 부
산물을 품위에 따라서 재활용, 재이용하기 위해 용융실험을 수행, 폐수 슬러지를 친환
경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II. 실험장치
폐수슬러지 건조 및 용융시스템을 fig.1에 나타내었다. 시스템은 유중건조장치, 탈유장
치, 용융로, 열교환기, 집진장치로 구성되어있다. 유중증발건조 장치는 슬러지 투입장치
에서 일정한 두께와 크기로 제단 된 슬러지는 기름에 잠겨있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공
급되고 컨베이어를 통하여 기름에 잠긴 상태에서 출구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슬러지
의 공급 속도와 컨베이어 벨트 회전 속도를 조절하여 유입되는 슬러지의 양과 슬러지
의 기름 채류시간을 조절 할 수 있다. 슬러지가 건조되면서 발생하는 악취는 밀폐된
전체 공정 속에서 조절되며, 운전시 발생하는 유증기는 열교환기에서 열을 회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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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분리기로 이동하여 기름과 물을 분리한 후 기름은 재사용된다. 슬러지 건조 조건
은 150℃, 10분이다. 유중건조기술은 수분이 증발되면서 기름이 치환되기 때문에 건조
물내의 기름함유량이 많다. 건조물내의 기름을 일부 회수하기 위하여 10,000rpm으로
작동하는 탈유장치에 투입된다. 기름을 일부 회수한 건조물은 용융로에 투입되어 용융
된다. 용융로는 1,200℃에서 운전되며 폐수슬러지 건조물은 용융로에서 유리화되어 배
출된다. 용융로 후단에는 용융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교환 장치와 집
진장치를 설치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폐수슬러지는 각각 다른 산업단지에서 채취한 A
슬러지와 B슬러지이다.

III. 결론
A슬러지의 함수율은 68.2%이고, B슬러지의 함수율은 62.34%이다. 유중증발건조 장치
를 이용하여 건조 실험 결과 A슬러지의 함수율은 1.7% B슬러지의 함수율은 2.1%로 각
각 감소하였다. 2종의 슬러지 모두 함수율 5%이하를 나타내어 건조가 매우 잘되었다.

Fig.1 폐수슬러지 유중건조 및 용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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