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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20년도 본 학회의 폐기물플랜트분과는 3편의 논문과 

하계 학술대회 논문집에는 폐기물플랜트 분과 특별세션으로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동계 학술대회 논문집에는 페기

물플랜트분과 특별세션으로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논문의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동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동향을 요약 및 정리하고자 한다.

2. 폐기물플랜트분야

이찬(1)은 폐기물 고형연료의 성상과 배기가스 열회수시

스템의 변화에 따른 SRF 열병합발전소 공정 해석에 관한 연

구를 통해 공정최적화란 열병합발전소의 전기 생산, 열생산 

및 배열회수 등 다양한 공정에 최적의 조건을 부여하여 최

대출력과 최고의 효율을 얻고자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

므로, 국내 많은 발전소, 보일러, 소각장 등에서 최종 굴뚝

을 통하여 대기중으로 버려지는 연소가스 내 폐열을 회수할 

경우 에너지 절감효과는 물론 대기오염물질 저감 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조순행 등(2)은 폐기물 수송관로를 이용한 실내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를 통하여 업무시설인 건물의 공기조화기는 

외부의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약 49% 저감할 수 있으며, 

폐기물수송관로의 2시간 진공흡입으로 초미세먼지는 63.2%, 

미세먼지는 62.8%로 저감할 수 있었고, 폐기물수송관로 진

공흡입 2시간과 공기조화기 가동 12 시간이 중복운전이 되

므로 공기조화기 가동시간을 조절할 경우 연간 전력 에너지 

314,000 kW와 운전비용 31,390,000원을 절감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무실 환경 개선방안을 결

정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폐기물수송관로의 진공흡입 시스템

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행복 

도시 등 도시형 폐기물수송관로의 공기흡입기를 활용하여 

투입구 주변 초미세먼지를 흡입, 저감하는 공기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준영 등(3)은 폐기물연료화시설에서 발생한 악취 특성 

및탈취공정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재생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방지시설의 성능개선 방

안을 고찰하였으며, 연구결과 폐기물연료화시설의 공정에

서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 농도를 측정하였다. 복합악취

는 악취가 가장 높게 발생한 건조기와 성형기에서 20,800배

수이며, 지정악취물질은 지방산, 트라이메틸아민이 악취강

도와 악취기여도의 95%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의 상관성을 확인하였으

며, 복합악취에서 악취발생 기여도가 큰 뷰틸산의 상관도는 

상대적 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지방산의 상관도는 R 2 

=0.7321로볼 때 복합악취는 지정악취물질 22종의 종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악취방지시설의 처리효율

에 한계가 있어 약액 세정 시설을 실험한 결과 용수량이 많

을수록 처리효과가 있었다. 많은 약품투입량에 따른 처리효

율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었다. 악취 기체와 약액 액체의 반

응시간 20분에서 탈취효율 93% 로 탈취효과를 높일 수 있

었다. 마지막으로 악취방지시설은 RTO와 약액세정시설을 

연계한 결과 유입부분과 배출구에서 처리효율은 건조 및 성

형공정에서 발생한 고농도 악취 98.6%가 감소됨을 보고하

였다. 

하계 학술대회 폐기물플랜트분과에서는 총 5편이 발표되

었으며. 

양길모(4)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

물 투입구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자동집하시설의 문제점은 

음식물쓰레기임을 고려하여 음식물투입구를 감량기 투입구

로 교체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개선 가능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준영

(5)은 환경시설에서 발생한 악취 특성 및 탈취 공정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약액세정식이 세정수 교체가 중요한 사항

임을 제시하였으며, 정원식(6)은 IOT기반 상수도관망 유지

관리 통합플랫폼 시스템의 개발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강영기(7)는 다상 흐름 약액세정 탈취 기술을 소개하면서 

약액세정식식 탈취기술에서 중요한 액기비와 접촉면적 등을 

개선한 기술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용재(8)는 유기성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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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기반 소재를 통한 도시치유농업 통합플랫폼 연구를 통

해 유기성페기물을 토양개량제 및 비료로 활용하여 도시치

유농업에 적용하는 통합플랫폼 모듈을 제안하였다. 

동계 학술대회 폐기물플랜트 분과에서는 총 4편이 발표되

었으며, 남양원(9)은 새로운 개념의 원통형 원심탈수기에 대

한 소개를 통해 하수처리장에서 가장 사용량이 많은 원심탈

수기의 효율개선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발표하

였다. 김일복(10)은 폐쇄관로내에서의 공기발생현상 시뮬레

이션을 통해 수충격현상의 원인 및 제어 방안에 대하여 발표

하였다. 정원식(11)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개선을 위

한 과제와 신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나노에멀젼 장

치를 적용한 악취제거 최적화 방안 및 자동집하시설용 CCTV 

관로탐사장비 개발 등에 대한 신기술 적용방안에 대하여 발

표하였다. 아야 엘감하외(12)은 대기 공기정화를 위한 타워

형 공기청정기 개발을 통해서 도로나 공원 등의 공간에서 미

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3. 결  론 

폐기물플랜트 분야의 최근 다양한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현안환경

문제인 미세먼지, 환경플랜트 악취제거기술.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러한 폐

기물플랜트 분야는 스마트 도시의 필수 기간시설로서 역할

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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