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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공학과

본 기술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
로서,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저온 저압의 증기를 생산한 후 생산된 증기를 화석 연
료로 사용하여 발전에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제공함. 다시
말해, 화석 연료만을 사용하여 발전을 수행하는 경우보다 해당 온도의 증기를 생산하
는데 소요되는 엔탈피만큼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감소되도록 하여 높은 효율의 전기
생산이 가능한 장치를 제공함
가연성 폐기물, 소각 장치, 발전 장치

폐기물 자원화기술(EH0702)

폐기물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기술, SRF 열병합발전소 등
• 본 기술은 가열 대상인 물을 공급하는 물 공급부, 공급되는 물을 압축하는 압축부,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 중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공급되는 물을 고압,저온의 증기
로 발생시키는 증기 발생부, 발생된 증기의 온도를 승온시키는 재가열부, 증기로 발
전을 수행하는 발전부를 포함함
• 압축부는 원심형 다단 펌프로 구성되며, 증기 발생부는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로와 물 공급부에서 공급되는 물과 소각열을 교환하는 열교환기를 포함함
• 압축부를 통한 물 공급 시, 공급되는 물의 압력과 재가열부 증기의 압력을 동일하
게 하여 재가열부에서 발생된 증기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함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 장치의 구성>

• (시장의 정의) 본 기술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기술시장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산업 동향) 저탄소 청정에너지 경제 구조로의 전환필요성과
에너지기술 진보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재생
에너지는 특히 발전부문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음. 2018년 기준으로, 재생에너
지 는 세계 전력 수요의 26.2%를 차지하고, 수력을 포함하여 총 2,195 GW 용량의 전기
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전 세계 에너지수요는 2040년까지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 중국, EU, 미국, 인도 등은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됨
• (국내 신재생 에너지 산업 동향)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는 2017년 16.5백만 toe에서,
2022년 22.4백만 toe를 소비할 전망임. 신재생·기타에너지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영향으로 2017~2022년 기간 연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전부
문 신재생에너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6)을 통한 대규모 설비 증설로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할 전망임
• (발전설비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점차 감소하면서, 2050년까지 태양광발전의
평균 건설비용이 63%, 육상풍력은 50%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2050년까지는 전력수요
가 62% 증가함에 따라 발전설비 확대에 13조 30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분
석함
• (가연성 폐자원 에너지화) 온실가스 감축 및 쓰레기 제로화 달성을 위해서는 가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위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가연성 폐자원 에너지
화는 선택 아닌 필수로 친환경적 처리가 에너지화보다는 우선돼야 하며, 높은 에너지
회수 사용율이 요구됨.
• (신재쟁에너지 사업의 민간기업 참여) 국내의 발
전 및 신소재 전문기업 KG ETS(151860)는 시흥시
와 ‘시흥그린센터 폐기물 스팀 에너지화 사업’ 협
약을 통해, 소각열 발전으로부터 얻는 전력을 전력
거래소에 공급하는 한편 REC(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인증) 판매 및 민간기업에 스팀을 공급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석유대체효과와 온실가스 저
감, 친환경 사업을 확대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