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정제
솔루션 



세계적인 인구 증가, 도시 
화, 삶의 질 향상은 폐기물 
생산을 가속화 하며 동시에 
우리는 원료부족으로 고충 
을 겪습니다.  또한 계속해 
서 증가하는 에너지 요구량 
을 맞추기 힘듭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 문제는 새로운 
기술의도입을 통해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생산의 필요 
성을 절실하게 요구 합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률 

은 탄소 중립 연료 사용을 촉진 하도록  요구하 

며 이러한 상황은 순환 경제를 수용하고 폐기물  

로부터 가치를 찾는 과정을 더욱 권장 하고 있 

습니다.

폐기물 관리 및 에너지 생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쓰레기를 파쇄하는 것이 왜 효율적 입니
까?

TYRANNOSAURUS®공정에서 폐기물은 미리 정

의된 크기로 쪼개지고 불활성 및 재활용 가능한 

물질을 분리하여 고품질 연료로 정제됩니다. 폐 

기물을 전처리하는 것은 단순히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을 태우는 것에 비해 상당한 이점을 제공

합니다.

폐기물을 파쇄하면 재료 흐름이 균질화되어 전달

이 쉬워지고 연소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돌, 벽돌, 

유리, 흙과 같은 불활성 물질을 분리하는 것도 열 

량을 높여 연료의 등급을 높여 줍니다. 폐기물이 

잘게 쪼개진 후에는 기계식, 정전기식, 지능형 분 

류장비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

다. 자동 분류는 연료의 품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 

니라, 추가 사용을 위해 재활용 가능한 원료를 생 

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보지만  
저희는 기회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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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서 가치를 발견하다

현지의 연료가 곧 글로벌 솔루션입
니다.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은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 

제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더 저 

렴하며 현지에서 생산된 연료를 얻을 수 있

게 해주며, 안정적인 가격 수준에서 연료의 

가용성을 보장함은 물론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게 합니다. BMH Technology는 폐기물 

을 귀중한 연료로 정제하고 재활용하는 포 

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폐기물 관리 및 에너지 생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중요한 용어정리

SRF를 사용하시면
업계에 제공되는 이산화 

탄소 저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폐기물을 생산하
고 있는가?

고체 폐기물 관리는 틀림없이  지역에서 처리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거의 눈치채 

지 못하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때는 극단 

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인당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주로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분 

석을 통해 전 세계가 어떻게 매년 20억 1천만  

톤의   도시 고형 폐기물을 발생시 키는지 

알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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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W – 산업 및 상업 폐기물
•  일반적으로 상당히 건조하고 열량이 높은 

폐기물입니다. 대부분 종이, 상자, 플라스틱
입니다. 예를 들면 제조 공정에서 폐기되는
다양한 포장 재료와 보통 완제품 또는 미완 
성 제품의 배치에 쓰이는 물질이며 밀도는
다소 낮고 재료의 질은 비교적 일정 합니다.

MSW – 도시 고형 폐기물
• 식품 잔류물, 섬유, 종이 및 판지, 유리, 도 

자기, 벽돌, 먼지, 금속 등과 같은 기타 폐기
물을 포함하는 다양한 품질의 일반 가정용 
폐기물이며 대게 습도가 높은 편 입니다.

SRF - 고형 연료 제품 
RDF - 폐기물 고형 연료
• SRF와 RDF는 모두 MSW와 ICW와 같은 

폐기물로 만들어진 대체 연료로, 전 세계적
으로 충분하게 이용 가능하며 종종 마 
이너스 비용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작이 통제 
되고 기록되는 방식에 있습니다. SRF는 
유럽 표준  EN ISO 21640:2021에 명시된 
품질 기준(예: 순 열량, 수은 및 염소함 
량)에 맞춰 의도적으로 사전 처리한 비위 
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표준화된 연료 
입니다.

 

평균 쓰레기 발생량 (1)

1) “What a Waste 2.0 : 2050년까지의 고형폐기물 관리의 글로벌 스냅샷”에 제시된 데이터 정보,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30317, p. 40, 47, 54, 60, 67, 70, 78.

이 양은 2050년까지 34억 톤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 됩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폐기물 발 

생률이 이 기간 내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 

다.(1)

우리 주변의 쓰레기와 그 폐기물을 신뢰할 수  

있고 재생 가능한 연료로 바꿀 수 있는 정교한  

기술을 아용하여 에너지 생산자들은 지속 가 

능하지만 수익성 있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Kg/1인당/일간

0에서 0.49

0.50에서 0.99

1.00에서 1.49

1.50이상

데이터 없음



석탄 한 단위를 대체하려면 SRF/RDF 
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석탄은 열량은 높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

습니다. 반면 SRF/RDF는 CO2 배출량은 상당히 

낮지만 열량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지속 가능 

한 대안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려면 필요한 양 

의 폐기물의 조달이 필요 합니다. BMH에는 특 

정 유형의 폐기물로 달성할 수 있는 조달양 대

비 연료양(수율 = 입력치 - 거부치 - 재활용분)

에 대한 최적의 용량을 평가하는 방법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산 결과에 따르면 : 석탄 대신 SRF를 사 

용함으로써 관련된 화석 연료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약 1/3로 줄일 수 있습니다.

SRF/RDF가 CO2 배출에 미치는 영향 
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SRF와 RDF는 일반적으로 남은 음식, 판지, 

목재와 같은 재생 가능한 유기 물 

질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는 CO2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 

으로 간주 됩니다. 따라서 SRF/RDF의  

CO2 배출은 주로 연료 내의 플라스틱 

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석탄 대

신 SRF/RDF를 사용함으로써 CO2 배 

출에 미치는 영향은 BMH가 사전 평가 

할 수 있으며, 화석 연료에서 폐기물 기 

반 SRF/RDF로의 전환하는 결정을 뒷 

받침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EN ISO 21640:2021에 따른 2등급(Class 2)** 참조 사례 기준

연료 열량값 톤당 CO2 / 연료,톤단위

석탄 25 MJ/kg 2.41

펫 코크 33 MJ/kg 3.34

석유 42 MJ/kg 3.16

SRF* 20MJ/kg** 0.64**

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가 곧 미래입
니다.

TYRANNOSAURUS® 시스템은 지속가능하며 
경제적 혜택이 되는 시스템을 제공 합니다.

발열량의 중요성
열량은 연료의 에너지 생산 능력 측면에서 연 

료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정의하기 때문에 연 

료의 필수적인 특성 입니다. 폐기물이 SRF/RDF 

로 정제되면 불활성 물질이 제거됨에 따라 연 

료의 열량은 크게 증가합니다. 돌, 유리, 벽돌, 

흙 등은 연소에서 열이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연료에서 이 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치가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젖은 음식 잔류물이 제 

거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재활용 가능한 

원료로 재사용됩니다.

EN ISO 21640:2021표준은 열량, 염소 및  

수은 함량의 범위에 따른 SRF를 분류 합니다.

SRF에 대한 고정 열량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SRF는 석탄과 주로 비교 됩니다. 석탄의 열량은  

약 21~25 MJ/kg인 반면, 고품질 MSW 기반 

SRF는 약 18 MJ/kg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SRF의 경우 열량은 20 MJ/kg을 초과 

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SRF는 입자 크기가 일정하고 위험한 성 

분이 없으며 CO2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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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에는 토지 매립을 피함으로써 달성되는 메탄 배출량 절감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 

라서 SRF의 긍정적인 환경 영향은 이 수치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화석연료

석탄 1톤

펫 코크 1톤

석유 1톤

SRF*

SRF 1.4 톤

SRF 1.7 톤

SRF 2 톤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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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인 SRF의 경우, 장기적으로 평균 방출된 CO2 배출량은 일반적인 석탄과 비교했을 때 약 30%라고 가정한다.

1980 이후,

이는 전 세계 단일 비행 2
억2900만 건의 배출량과

동일한 수치 입니다.

정확한 SRF/RDF 조성은 원재료에 따라 달라지

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CO2 배출량 감소를 결정

하는 절대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연료

는 샘플링되고 분석됩니다. 발전소의 온라인

측정과 결합하면 SRF/RDF 기반 CO2 감소의 최

종 결과를 신뢰성 있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TYRANNOSAURUS® 솔루션의 가치 

화석연료에서 보다 지속 가능한 연료 솔루션

으로 전환하는 환경적 이익은 매우 중요 합니

다. 1980년부터 BMH 솔루션은 고체 바이오 연

료 처리와 폐기물 정제를 시행하여 CO2 배출량

을 5억 5,300만 톤 이상 절감 하였으며, 이 수치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5억 5,300
만톤 이상의 CO2 배출량이

BMH에 의해 절감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단일 항공편 2억2900만 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동일한 수치 입니다.

긍정적인 환경 영향뿐만 아니라 SRF/RDF

사용자들의 재정적 이익도 분명히 파악 가

능합니다.

SRF LOW SRF AVE SRF HIGH 석탄 AVE

LHV (MJ/kg) 12 15 18 25

대체를 위해  
필요한 양

210% 170% 140% 100%

CO2  

배출량 
~30% ~30% ~30% 100%

표 1. 석탄 한 단위를 다른 품질의 SRF로 교체한 경우***



단일 공급업체를 
통한 통합형 
맞춤 솔루션

-  분석 및 엔지니어링에서 설치 및 
커미셔닝에 이르기까지

-  전 프로세스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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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의 CO2 배출량은 석탄의 

배출량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BMH의 첨단 폐기물 정제 기 

술을 통해 막대한 양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

능 합니다.

맞춤형 솔루션

BMH Technology는 폐기물을 석탄과 다른 화 

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적이고 환경 친 

화적인 연료로 정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솔루션 

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생산 시스템은 광범위한 보증사

항, 원스톱 서비스, 피팅 인터페이스 및 컴팩트  

레이아웃을 포함하여 제공 됩니다. 턴키로 제공 

되는 TYRANNOSAURUS® 폐기물 정제 공장은 

항상 최적화된 맞춤형 연료를 생산합니다. 단 하 

나의 생산 라인에서 하루에 1200톤의 지방 고형  

폐기물(MSW)이나 600톤의 산업 및 상업 폐기물 

(ICW)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TYRANNOSAURUS® 공정
TYRANNOSAURUS®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고 

가용성 및 용량, 낮은 운영 비용, 낮은 유지관리  

비용 및 높은 수준의 자동화입니다. 공정을 온 

라인으로 운영하여 최종 사용자가 원하는 연료  

품질을 생산 할 수 있습니다.

조정가능한  투입 시스템

TYRANNOSAURUS® 프로세스는 버퍼 저장소  

역할을 하는 피더에서 시작됩니다. 파쇄기에 

폐기물이 충분하다면 이동방식으로 

TYRANNOSAURUS® 슈레더와 통신하는 과정 

에서 최적의 양의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합 

니다. 

폐기물을 연료와 수익으로 전환하는 방법?

젖은 MSW TYRANNOSAURUS® 3200 
피더

TYRANNOSAURUS® 6600 
프리 슈레더

전처리된  MSW 
<300 mm

드럼 스크린

오가닉
TYRANNOSAURUS® 공정투입

Al, CuFe

건조 MSW,
ICW

TYRANNOSAURUS® 9900 
슈레더

절단된 폐기물
<80 mm

자석

TYRANNOSAURUS® 1500 
파인 스크린

에디 전류 분류기

TYRANNOSAURUS® 2500 
에어 클레시파이어경분

중량재

- 돌
- 철재
- 유리
- 세라믹

중분

- 견고한
플라스틱류
  (PVC)
- 오가닉

SRF/RDF
<80 mm

SRF/RDF
<25 mm

자동 저장장치

TYRANNOSAURUS® 회전식 스크루 리클레이머

TYRANNOSAURUS® 3200 
피더

작은입자
- 모래
- 유리
- 세라믹
- 오가닉
- 기타 작은입자

MIPS®
리젝트

Alt. 1

Alt. 2

TYRANNOSAURUS® 1200 
파인 슈레더

TYRANNOSAURUS®전처리 공정

TYRANNOSAURUS®공정



단일 공급업체를 
통한 통합형 
맞춤 솔루션

-  분석 및 엔지니어링에서 설치 및 
커미셔닝에 이르기까지

-  전 프로세스 보증

최적화 절단 장치

파쇄는 마모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 

는 부분입니다. ZeroGap® 파쇄는 나이프 가  

마모 되더라도 입자 크기와 품질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BMH Technology가 특허를 

낸 이 기술은 유압식으로 0의 절삭 간격을 유 

지하여 최적의 절삭 결과를 보장합니다. 

ZeroGap® 덕분에 TYRANNOSAURUS® 슈레 

더는 플라스틱 필름이나 호일과 같은 가장 얇 

은 폐자재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쇄기의 나 

이프는 최적의 상태로 계속 작동하고 서비스 

주기를 늘리기 위해 유압식으로 조정됩니다.

재활용품 분리

폐기물이 분쇄되면, 이 공정은 가치있는 재활 

용품을 선별하고 선택된 다른 부분들을 제거 

합니다. 철금속은 자석에 의해 파쇄된 폐기물 

로부터 분리되는 반면 에디 전류 분리기는 구 

리와 알루미늄과 같은 다른 전도성 금속을 꺼 

냅니다.

연료의 순도를 극대화해야 하는 경우에 따라 

유리 칩, 모래, 자갈 및 토양과 같은 매우 미세 

한 비흡수성 물질도 TYRANNOSAURUS® Fine 

Screen을 통해 폐기물에서 걸러냅니다. 이러 

한 공정을 통해 열량이 증가합니다. 

또한 연소 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제거 합니다.

연료의 품질에 관한 결정적 단계인 

TYRANNOSAURUS® 에어 클레시파이어가 최 

종 마무리 공정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벽 

돌 조각, 돌 조각, 잔여 금속, 그리고 다른 무거 

운 3차원 물체들과 같은 더 큰 불활성 입자들을  

분리합니다.

전처리 공정(선택 사항)

폐기물의 품질과 연소 과정은 다양합니다. 이 

공정은 보다 전문화된 재활용 단계를 통합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더욱 발전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물 제거, 추가 건조,  

바이오 연료로의 추가 정제 또는 지능형 정렬을  

통한 높은 재료 회수 등이 그 예 입니다.

MSW의 경우와 같이 원재료에 포함된 습식 유 

기물의 양이 많을 경우 실제 SRF/RDF 생산 프 

로세스 전에 분리될 수 있습니다. 

TYRANNOSAURUS® 프리 슈레더는 약 250mm의  

입자 크기를 생성하며, 이는 격자를 이용한 소각 

로에 적합합니다. 이 경우 프리 슈레더가 주요 

파쇄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드럼 스크린이나 

디스크 스크린은 젖은 유기물과 재활용이 불가

능한 물질을 분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량이 높 

은 물질들은TYRANNOSAURUS® SRF/RDF 공정 

으로 더 멀리까지 전달됩니다.

피더 속도가 느리게 조절하여 생산 라인이 항 

상 최대 용량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는 벙커에서 크레인, 전방 적재 또는 트럭에서  

직접 팁을 통해 시스템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견고하고 지능적인 분쇄기

효과적인 파쇄는 폐기물을 SRF/RDF로 처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TYRANNOSAURUS® 슈레더는 고객의 요구 사 

항에 따라 입자를 1단계로 축소하여 크기를 최 

적화할 수 있습니다. 파쇄기는 무게가 90톤까지 

나가고 단단한 철골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견고할 뿐만 아니라 지능도 뛰어납니 

다. MIPS®(대량 충격 보호 시스템)는 파쇄기가 

절단할 수 없는 모든 항목을 감지하고 거부하여 

연속 작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능은 완전 

히 자동화되어 시스템 가용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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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입자 = 정확한 분리  ZeroGap®= 고용량 및 낮은 운영 비용을 제공 MIPS®= 고가용성(HA)

QR 크드를 스캔하셔서 

TYRANNOSAURUS® 공정을 

확인 하세요



TYRANNOSAURUS® 3200 
피더

TYRANNOSAURUS® 9900 
슈레더

자석

TYRANNOSAURUS® 1500 
파인 스크린

에디 전류 분류기 

분쇄 불가능 물질 자동 
분리기 (MIPS®사용 )

보통 4 000 h/a의 경우 연간 처리되는 입력량 

은 약 320,000 톤입니다. 75%의 수율과 15 

MJ/kg의 SRF로 열 출력은 보일러가 7800 h/a 

를 가동하는 경우 연간 약 130 MWth³의 현 

대 CFB 보일러를 가동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공정의 예시는 건조 ICW 

또는 MSW를 발전소에서 

사용할 고품질 SRF로 정제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값은 연간 운영 시간, ICW 특성, 

SRF/RDF 요건 및 수율, 가용 보일러 유형 및 

용량 등과 같은 많은 변수가 있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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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약 40-50 MWe 또는 그 이상의 전력 생산 

으로 전환됩니다. 연간 생산량은 약 390,000 

MWh에 해당합니다.

 ICW/ MSW

SRF/RDF
< 80mm

이 두개 라인의 가공 공장은 투입 물질의 

품질에 따라 시간당 80톤의 건조 ICW 또는 

MSW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으로 

생산된 연료는 분리 장비 설정 및 연료 특성 

요건에 따라 수율이 60%에서 95%까지인 

고품질 SRF/RDF입니다.

소모되는 에너지를
고품질 연료로 전환 건조



TYRANNOSAURUS® 2500 
에어클레시파이어

에디 전류 분류기 

 TYRANNOSAURUS® LPE 
회전식 스쿠르 리클레이
머가 장착된 원형 사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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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co(Gene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Public Company Limited) 사는 산업 폐기물을 

공급받아 대체 연료로 정제하는 태국의 중요 

한 폐기물 관리 회사입니다. 연료는 발전소나 

시멘트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공정 

에서 재활용품과 원자재를 분리시킵니다.

Genco 사 공급 솔루션 

폐기물 연료화(Waste to Fuel): 슈레딩(파쇄) 

플랫폼, 금속 분리 스테이션 및 저장 시스템

(2017).

Posco E&C (포스코 E&C)는 주요 완성  

공장을 전문으로 건설하는 한국의 대형 

EPC 회사입니다. 포항공장은 주변 지역 

의 MSW를 SRF로 미세 조정하며, 이를 

통합 발전소에 연료로  

사용 합니다. 공장의

단일 처리 라인은 시간당 40톤에 달하는 

큰 파쇄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Posco 사 공급 솔루션 

폐기물 전력화(Waste to Electricity): 통 

합형 TYRANNOSAURUS® SRF 생산 라 

인(2018)

Rauman Biovoima (라우만 바이오보이마)는 

지역 제지산업에 공정증기를, 라우마시에 지역 

열을 공급하는 열• 발전소(CHP)로 전력 공급 업 

체입니다. SRF 외에 다른 연료로는 나무껍질, 산 

림 잔류물, 토탄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전 

소 단지에는 연간 약 100,000톤의 SRF를 사용하 

는 BFB와 CFB 보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auman Biovoima 사 공급 솔루션 

폐기물 전력화(Waste to Electricity):  

TYRANNOSAURUS® SRF 생산 공장은 BFB 및 

CFB 보일러에 직접 통합되어 있으며 에너지 폐 

기물 처리 라인, SRF 연료 저장 및 필요한 보조 

시스템(2014)을 포함한 보일러 건물에 대한 투 

여 및 공급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국태국
대한민국대한민국

핀란드핀란드



TYRANNOSAURUS® 3200 
피더

TYRANNOSAURUS® 6600 
프리슈레더

TYRANNOSAURUS® 9900 
슈레더드럼 스크린

고수분

MSW  

SRF/RDF
< 8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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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시 공정은 유기물 함량

이높은 MSW를 SRF/RDF로 재구 

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목 

표는 SRF/RDF의 양과 품질을 극 

대화하는 동시에 매립지에 매립 

이필요한 불합격의 양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투입 재료는 다량 

의 유기물과 돌과 흙과 같은 불활 

성 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된 성질 

입니다.

이 공장은 MSW 품질에 따라 약 70-80톤의 

MSW를 1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최종으로 생산된 연료는 SRF/RDF 및 복구된 

재활용품입니다. 특수 용도에서는 분리된 불 

활성 재료를 시멘트 생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간 운영 시간은 4,000시간 

이며, 수용량은 연간 약 30만 톤입니다. 

예상 SRF 수율이 70%인 경우 생산된 

SRF 양은 연간 약 210,000톤이 될 것이 

며, 나머지 90,000톤은 양질의 불활성 

대체 원료가 될 것입니다.연간 SRF 생산 

량은 대략 30-40의 전체 연료 대체율로 

가동되는 약 6,000톤의 클링커생산을 

하는 시멘트 공장에 충분한 용량 입니 

다.

이러한 모든 계산 값은 연간 작동 시간, MSW  

특성, SRF/RDF 요구사항 및 수율 등과 같은 많 

은 변수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수분 가정용 폐기물을 
대체 연료로 변환



자석 TYRANNOSAURUS® 1500 
파인 스크린

TYRANNOSAURUS® 2500 
에어 클레시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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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용에 있는 GPSC(Global Power Synergy 

Public Company Limited) 공장은 지역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대체 

연료를 생산하는것이 목표 입니다. 이 공장은 

극도로 높은 수분의 MSW를 고품질 SRF로 

정제하고 재활용품과 원재료를 분리합니다.

GPSC 사 공급솔루션 

폐기물 연료화(Waste to Fuel): 통합된 

TYRANNOSAURUS® SRF 생산 라인 및전처리 

설비 포함(2017)

Estre 사는 매일 600만 톤의 쓰레기를 받는 브 

라질 최대의 환경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 고객 

사는 쓰레기를 일련의 기회의 출발점으로 보고  

그것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노력 

을 하고 있습니다.

Estre Ambiental 사 공급 솔루션 

폐기물 연료화(Waste to Fuel): MSW에 대한 전 

처리 공정을 갖춘 TYRANNOSAURUS®RDF 생 

산 공장 전체(2011)

HJJ(Hangzhou Jin Jiang Group) 사는 중국에 

서 CFB 보일러 기술을 사용하는 가장 큰 폐기 

물 에너지 회사 중 하나입니다. HJJ 사의 보일 

러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Xiaoshan 발전소의 폐기물 처리 라인이 고용 

량 TYRANNOSAURUS® 시스템으로 완전히 대 

체되었습니다.

HJJ 사 공급 솔루션 

폐기물 전력화(Waste to Electricity): SRF 생산 

을 위한 통합된  TYRANNOSAURUS® 공장 

(2016).

태국태국

브라질브라질

중국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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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정은 ICW 또는 건조

MSW를 시멘트 생산 또는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SRF 

로 정제하기 위해 설계되었 

습니다.

 

낭비되는 에너지를 
슈퍼플러프 
(SUPERFLUFF)로

공장의 4개의 파인 슈레더는 연료 입자를 

25mm 미만으로 감소시켜 어떠한 열 적용에 

서도 빠른 연소가 가능합니다. 메인 파쇄기 2

대와 미세 파쇄기 4대를 갖춘 이 가공공장은 

폐기물 품질과 미세 파쇄 소요 비율에 따라 

시간당 최대 80톤의 ICW 또는 건조 MSW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간 운영 시간 4,000시 간에서의 용량은 연간 약 300,000톤입 니다. 최종 제품은  

25mm 입자 크기의 고품질 SRF와 재활용 가능한 원료로 정제 분리된 원료 입니다.

ICW /
DRY MSW  

SRF
< 25MM

TYRANNOSAURUS® 9900 
슈레더

TYRANNOSAURUS® 3200 
피더

자석

유압식 파워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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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A Starol 사는 폴란드의 대체 연료 생산의 

선구자입니다. 이 고객사는 물 관리와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 중 하나인 수에즈  

환경 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Suez 

Environment 그룹의 주식의 3분의 1은 세계에 

서 가장 큰 독립 전력 생산업체인 ENGIE가 소유 

하고 있습니다. 

SITA 사 공급 솔루션 

폐기물 열원화(Waste to Flame): MSW 및 ICW 

와 SRF를 생산하기 위한 특수 폐기물을 처리하 

기 위한 전체  TYRANNOSAURUS® SRF 생산 공 

장(2008)

Posco E&C 사는 주요 완성 플랜트 건설을 전 

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대형 EPC 회사입니 

다. 광주공장은 주변 지역의 MSW를 입자 크 

기가 50mm인 SRF로 미세 조정 활용합니다.

Posco 사 공급 솔루션 

폐기물 연료화(Waste to Fuel): 

TYRANNOSAURUS® SRF 생산용 전체 2개 라 

인(2015)

Langezaal B.V. 사는 건설 산업과 도로 및 수도  

건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입니다.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 

이고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이 고객사에서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 

는 한 가지 방법은 폐기물 연료를 사용하는 것입 

니다.

Langezaal B.V. 사 공급 솔루션 

폐기물 연료화(Waste to Fuel): SRF 및 기타 재활 

용 가능 원료를 준비하기 위한 전체  

TYRANNOSAURUS® 폐기물 처리 공장(2009).

폴란드폴란드

대한민국대한민국

네덜란드네덜란드

TYRANNOSAURUS® 1500 
파인 스크린

자석 에디 전류 분류기

TYRANNOSAURUS® 2500 
에어 클레시파이어

TYRANNOSAURUS® 1200 
파인 슈레더



현대 사회는 성장 및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갈망합니다. 이를 위 

해 폐기물 기반 연료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동시에  

매립지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을 정제하여
청정에너지로

모든 열 에너지에 사용할 수 있는 미세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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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친화적이며, 지역사회에도 유익합 
니다

발전소는 대부분 전력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생산원에도 가까

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전기 생산에 새 

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발전소의 폐기물 기반 연료를 이용하여 매립지 

를 줄이는 것은 지역 사회와 발전소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폐기물 기반 연료를 폐기하지 

않고 발전 시 사용하면 메탄 배출, 위생 문제, 

악취 문제 등 매립지의 부정적 영향도 줄일 수 

있습니다.

SRF/RDF 연료는 TYRANNOSAURUS® 공정에 

서 생산되며, 원료인 폐기물에 비해 품질이 상 

당히 높습니다. 연료를 준비한다는 것은 효율 

개선, 연소 문제 및 배출량 감소를 의미합니다. 

연료 준비 과정은 또한 금속과 같은 재활용 가 

능한 물질들을 분리 회수하는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폐기물을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솔 
루션

폐기물 소각은 고체 폐기물을 처리하는 가장 

오래된 방법 입니다. 더 큰 보일러 크기, 더 높 

은 전기 생산 용량 또는 다양한 연료 혼합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경우 CFB/BFB(순 

환 유체화 베드/거품 유체화 베드) 보일러 솔루 

션이 더욱 효율적 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일 

러 기술은 연소 효율은 높이고 배출 가스는 최 

소화 할 수 있습니다.

Lahti Energia  사는 핀란드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 

고 인근 지역에 지역 난방을 제공하는 큰 에너지 회 

사입니다. Kymijärvi  발전소는 핀란드에서 가장 큰 SRF 

사용자입니다.

Lahti Energia사 공급 솔루션 
폐기물 전력화(Waste to Electricity): 

TYRANNOSAURUS® 의 대형 절단 및 샘플링 시스템 

을 갖춘 완전한 SRF 수신 및 선별 시스템, 가스화 회 

수 및 공급 기능을 갖춘 대규모 자동 사일로 저장 시 

스템(2012).

Zabrze에 위치한 Fortum 사의 열과 전력 결합 

(CHP) 공장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배출량을 줄 

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고객사는 약 7만 가구 

에 지역 난방을 제공합니다. 이 발전소는 여러 연 

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RDF의 사용양은 최대 40%

에 이를 수 있습니다.

Fortum사 공급 솔루션 

원료 처리시설(Fuel handling): 열차에서의 하역  

및 자동 샘플링을 포함한 완전한 고체 연료 처리 시 

스템(2018)

Mälarenergi AB 사는 스웨덴에서 가장 큰 복합 전 

력 및 난방 공장 중 하나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에너 

지 생산을 위해 재생 가능한 연료만을 공급하며, 주 

변 도시  Västerås(베스테로스)에 전기와 지역 난방을 

모두 제공합니다.

Mälarenergi 사 공급 솔루션 

바이오매스 연료 처리(Biomass fuel handling): 목재  

칩, 산림 잔류물, 나무껍질 및 이탄 처리를 위한 완전 

한 고체 바이오 연료 처리 시스템(2000). 목재, 펠릿  

및 이탄용 완전한 고체 바이오 연료 취급 시스템 

(2002).

폐기물 전력화(Waste to Electricity): MSW 및 산업 폐 

기물용 TYRANNOSAURUS® RDF 생산 공장(2014). 

재활용 목재에 대한 완전한 연료 처리 시스템(2020)

핀란드핀란드

폴란드폴란드

스웨덴스웨덴

BMH는  화학 물질과

대체 연료의 생산을 위한 

가스화 또는 열분해와 같은 모든 연소 및 변환  

기술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건 

물 외에도 기존 발전소에 SRF/RDF를 주요 연 

료로 사용하도록 쉽게 수정하는 솔루션도 제 

공 될 수 있습니다.

BMH 솔루션의 장점인  최고의 연료 유연성은  

다양한 연료의 연소를 가능하게 합니다. BMH 

가 제공하는 발전소 솔루션에서 SRF는 발전 

시 바이오매스, 이탄, 농업기반 연료 및 화석 

연료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발전소는 현장에서 연료를 생산하고 생 

산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경 

우 신뢰성과 가용성은 연료 생산 라인의 필수  

요건입니다.

폐기물을 전기 솔루션으로

연료 품질 및 수량에 대한 요구 사항은 고객 

의 요청과 함께 조사됩니다. 폐기물 구성과 

연료 요구 사항이 확인되면 연료 준비에 적합 

한 설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는 투입 폐기물 품질과 가용성이 중요한 부분  

입니다. 보일러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연료 흐 

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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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H는 에너지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시 

스템 솔루션을 공급하는 데 견고한 역사를 보유 

하고고 있습니다. 작동, 가용성, 분진 및 기타 

환경 영향 최소화에 있어 신뢰성에 각별한 주 

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연료 품질의 일관 

성 역시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최적의 연료 혼 

합을 생성하는 자동 저장 장치에 의해 이러한 

과정이 세심하게 반영됩니다.

하위 프로세스 간의 이송은 방진, 완전히 밀폐 

된 전달 기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레이아웃 

의 설계는 컨베어 수를 최소화하여 단순하고 

컴팩트합니다.

보일러에 연료를 공급하고 주입하는 과정까지 

모든 연료 저장과 처리 과정이 자동으로 작동 

당사의 경험과 포괄적인 공정을 통해, 여러분은  

특정한 연료 요구 사항에 맞게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고형 폐자재 스트림에 맞게 

TYRANNOSAURUS® 생산 라인을 사용자의 요 

청에 맞게 구축 할수 있습니다. 컴팩트하고  효 

율적이며 최적화된 레이아웃에서 올바른 용량, 

올바른 입자 크기, 최적의 정렬 장비 및 사용 가 

능한 추가 프로세스를 찾을 수 있도록 BMH가 

지원합니다.

연료 품질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이든, 프로세 

스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든, 가능한 최대 용량 

을 달성하든, 최적화를 달성하든 상관없이 

TYRANNOSAURUS® 모듈식 및 유연한 기술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시키는 완벽한 솔루션입니 

다.

MSW1 MSW1 MSW2 ICW Mixed Waste

투입 폐기물 형질*

열량 (Calorific Value)
6 - 8 MJ/kg

1 430–1 910 kcal/kg

6 - 8 MJ/kg

1 430–1 910 kcal/kg

10 - 12 MJ/kg

2 390–2 870 kcal/kg

18 - 21 MJ/kg

4 300–5 010 kcal/kg

15 - 18 MJ/kg

3 590–4 300 kcal/kg

수분 45%–55% 45%–55% 30%–40% 5%–15% 25%–35%

평균 투입

용량
1 000 tpd 1 000 tpd 1000 tpd 800 tpd 1000 tpd

목표 SRF/RDF 품질 SRF/RDF 수율 SRF/RDF 수율 SRF/RDF 품질 SRF/RDF 수율

공정

전처리 X X

TYRANNOSAURUS® 

SRF/RDF공정
X X X X X

특장점 대부분의 유기물은  

SRF 품질을 극대화하 

기 위해 분리 되었습 

니다. 예를 들어, 이  

유기 흐름은 혐기성 

소화 공장(AD)에서  

원료로 사용될 수 있 

습니다.

SRF 수율(회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부 

분의 유기체는 SRF의  

CV용으로 그리고 SRF 

의 일부로 유지됩니다.

상대적으로 유기물 

함량이 낮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SRF 

생산 라인은 생산된 

SRF의 품질과 수량을 

최적화하기 위해 조 

정됩니다.

불연성 물질의 함량 

이 매우 낮고 플라스 

틱의 함량이 높기 때 

문에 SRF 수율과 CV 

는 매우 높습니다.

SRF 수율 및 CV는  

입력 재료 혼합 속 

도를 변경하여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이 프로세스를 

통해 SRF 출력을 온 

라인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SRF/RDF 형질*

열량 (Calorific Value)
11.8 MJ/kg

2 820 kcal/kg

7.4 MJ/kg

1 770 kcal/kg

12.3 MJ/kg

2 940 kcal/kg

22.0 MJ/kg

5 260 kcal/kg

18.3 MJ/kg

4 370 kcal/kg

수분 47% 56% 36% 15% 30%

SRF/RDF 용량 270 tpd 760 tpd 850tpd 728 tpd 880 tpd

SRF/RDF 수율 27% 76% 85% 91% 88%

릭젝션 13% 22% 11% 6% 8%

재활용 가능 또는 기타 60% 2% 4% 3% 4%

출력 37 MWf 65 MWf 121 MWf 185 MWf 186 MWf

생산 전기** 11 MWe 20 MWe 36 MWe 56 MWe 56 MWe

예시 레이아웃 10-11 페이지 참조 8-9  페이지 참조 8-9 페이지 참조 8-9 페이지 참조

합니다. 연료 흐름은 균일하며 보일러 내 연료 

수요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BMH 장비  

및 하위 프로세스는 현행 ATEX 및 국제 설계 

표준의 규정사항을 충족합니다.

 

모든 폐기물에 이상적인 솔루션

쓰레기는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다르고 그 특성  

또한 시간에 따라 지역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 

니다. 반면에 폐기물 기반 연료를 사용하는 공 

정에는 항상 자체적 요구사항이 있으며, 전체 

개념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관되 

고 안정적으로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폐기물을 연료로 바꾸는  

올바른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 

다. 

MSW1 =유기, 수분, 불활성 함량이 높은 전형적인 아시아 MSW입니다. 장비를 연마시키는 성질 

MSW2 = 전형적인 OECD 타입 MSW, 적은 양의 유기물과 불활성제, 그리고 수분 함량이 MSW1에 비해 낮음

ICW = 일반적인 산업 및 상업 폐기물로, 대부분 건조한 포장재로 구성.

혼합 폐기물 =  ICW와 혼합된 일반적인 유럽형 MSW. 비율이 변동할 수 있음.

*투입되는 폐기물의 속성은 일반적인 데이터와 경험을 기반으로 합니다. 준비된 SRF/RDF의 속성은 특정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생산된 전기는 선택한 발전소 기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기물 열원화 
– 시멘트 킬른용 원료

 

전형적으로 시멘트 생산은 매우 에너지 집약적인 공정입니다. 

중간 크기의 시멘트 라인은 600톤 이상의 석탄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원료가 SRF로 완전히 대체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시멘트 공장은 실제로 SRF에 큰 영향을 통해 공 

장과 지역 사회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SRF는 공동 공정에서 에너지 및 원자재로 모두 

사용됩니다.

폐기물 열원화(Waste to Flame) 응용 분야에서 

BMH만의 고유한 접근 방식을 통해  하소로와  

메인 버너 모두에서 SRF를 사용하여 최대 

100%의 열 대체율(TSR)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멘트 공정은 재를 시멘트에 안전하게 

결합시켜 채굴된 원자재의 필요성을 줄이고 재 

를 매립할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SRF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CO2 배출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폐기물 열원화 솔루션

BMH 솔루션은 SRF 공정과 그 구현을 개별 시멘 

트 플랜트 공정 및 화학적 특성에 맞춤화합니다. 

폐기물 열원화(Waste to Flame) 프로젝트는 폐기 

물 연구, 필요에 따라 전산유체역학(CFD)을 포 

함한 프로세스 분석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된 철저한 타당성 분석으로 

시작됩니다. 

신중한 폐기물 분석은 모든 후

속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폐기물 분석 후

 SRF 품질 옵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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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에는 매우 높은 온도와 안정적인 열원이 필요합니다. 고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품질과 높은 열량의 SRF가 지속적으로 필 

요합니다. BMH의 기술을 기반으로 다른 폐기물 연소 기술에 비해 높은 온도뿐만 아니라 최적화된 혼합 및 연소 및 체류 시간(RT)을 통해 공동 

처리를 환경과 사람을 위한 보다  더 안전한 솔루션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

폐기물 
분석작업

폐폐기기물물의의  

연연료료화화
솔솔루루션션

연료
요구량

최대 용량

활용가능한
폐기물

물류 상황 

연료 변환의 
필요성 

최대 소모량 

투입
장소

투입 속도

Plant Design and Engineering

투입방법

필요한 
믹싱

사전 공정 분석 MI-CFD 메인 공정 분석

용량에 미치는 영향

배출 가스에 미치는 영향

클링커 퀄리티에 미치는 영향

기본 케이스 분석

최적의 투입장소 선정

맥시멈 TSR  및 증가분

플랜트 디자인 및 설계

SRF 플랜트 
초기 디자인

SRF 플랜트 
최종 디자인

연료 
입고 & 보관

연료 이송 연료 투입장치 

공정의 최적화

CFD 코드는 공동 처리, 시뮬레이션과 관 

련된 시멘트 생산 및 배출 솔루션

을 찾기 위해 맞춤 제작됩 

니다.

 

정의된 대체 연료 및 원자 

재(AFR)를 시멘트 공정에 

사용합니다. 주 공정 연구 

의 목표는 최상의 최대 

100% TSR을 달성할 수 있 

도록 공동 처리를 최적화 

하는 것입니다.

CFD는 공급 지점과 요율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TSR에서 SRF가 35%

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프로세스의 

기술적 타당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더 높은 TSR에 대한 상승 곡선과 혼합 문 

제를 분석 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가 용량 

증대를 위해 이전에 알아채지 못한 예비량을 

가지고 있다 면, CFD로도 이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CFD 후, 최적화된 공급 속도와 위치를 사용하 

여 시멘트 플랜트 기술 솔루션을 완성한 다음 

사일로와 컨베어를 완성합니다. 공정 연구에 따 

라 올바른 공급 및 투입 장비도 선정됩니다.

납기

TYRANNOSAURUS® 폐기물 열원화(Waste to 

Flame) 공동 공정은 대부분 기존 시멘트 플랜트 

인프라를 사용합니다. 공동 처리에 필요한  

BMH 연료 처리 장비는 기존 프로세스에 통합 

되기 위해 작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각 프로젝트의 범위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고객

과 함께 결정될 것입니다. SRF 생산 공장, 시멘 

트 공장 연료 처리 시스템, 투입 및 공급 장비는 

턴키 방식으로 BMH에 의해 공급될 수 있습니 

다. 위에서 언급한 엔지니어링 및 프로세스 연

구 옵션에 대한 공급업체도 저희 네트워크 내에 

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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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멘트 
공장은 다릅니다. 
각각의 폐기물 열 
원화 솔루션 역시 
다양성에 맞춰  
제공 됩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고객의 목표를 

세심하게 분석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연간 공 

동 처리 용량, TSR 목표치 또는 하소로 또는 메 

인 버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러한 고객별 목표는 폐기물 연구 결과 및  가능

한 SRF 품질에 대한 BMH의 이해도와 결합됩니 

다. 이것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범위를 설정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간 TSR 90% 및 원료  

10% 대체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설계 및 공정연구

다음 단계인 예비 공정 연구는 현재 공정을 평

가하고 수분 함량, 염소 수준, 알칼리성 함량 

및 입자 크기 분포와 같은 SRF 품질 요인의 경 

계를 분석 합니다. 동시에, 지역 조건, 공급 속 

도, 바이패스 또는 ID 팬 용량, 예열 타워 사이 

클론의 압력 강하 등의 영향이 발전소 설계 및 

공정 설계의 일부로 반영 됩니다.

CFD 분석을 통한 주요 공정 연구는 위에서 언 

급한 한계치들이 결정되고 합의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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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sila & Tikanoja 사는 환경 케어와 부동산 및 시설 

지원 기능 생산에 중점을 둔 핀란드 서비스 기 

업입니다. 투르쿠에 있는 재활용 센터로 ICW는 물 

론 건설 및 철거 폐기물까지 처리하고 재활용품, 원 

자재 및 대체 연료를 생산합니다.

Lassila & Tikanoja 사 공급 솔루션 

폐기물 열원화(Waste to Flame): 시멘트 메인 버너 

에 사용할 고품질 연료를 준비하기 위한 전체 

TYRANNOSAURUS®SRF 생산 공장(2005)

BBMG (Beijing Building Material Group) 사는 중 

국 북부에서 세 번째로 큰 시멘트 생산업체이며 전  

세계 10대 생산업체 중 하나입니다. 한단에 있는 

고객사의 공장은 근처의 시멘트 공장을 위한 연료 

를 생산합니다.

BBMG 사 공급 솔루션 
폐기물 열원화(Waste to Flame): 폐기물 정제를 위 

한 전체  TYRANNOSAURUS® SRF 생산 공장으로, 

폐기물 제로 개념을 위한 대체 연료(SRF)와 원자재 

를 모두 생산합니다(2017).

Soueslas(Coimbra)에 있는 CIMPOR의 공장은 주요 

시멘트 공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멘트 그룹 

Interation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포르투갈에서 매 

년 2천 4백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합니다. 본 공장은 

주 버너와 하소로에 폐기물 기반 SRF를 사용합니 

다.

Cimpor 사 공급 솔루션 
폐기물 열원화(Waste to Flame): 스크리닝, 투입, 공 

급 및 저장 시스템을 포함한 시멘트 공장에서 대체 

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턴키 솔루션(2011)

핀란드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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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RANNOSAURUS® 공정에서 생산된 전형적 50mm 

SRF 다른 전처리 공정에서 생산된 전형적 100mm SRF  

  900℃에서 SRF 번아웃 리텐션 타님(RTs) 비교 (50 mm 및100 mm) 

하하소소로로의의  OO₂₂목목표표치치를를  맞맞추추기기위위해해  
110000%%  TTSSRR이이  사사용용됨됨..  SSRRFF  는는  22..55%%임임..

입자의 크기 – 성공의 열쇠

일반적인 TYRANNOSAURUS® 제품과 다른 전처리 기계에서 생산되는 일반적인 100mm 재 

료의 연소 정도를 아래 그림과 비교하여 시멘트 공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제시 합니다.

50mm 입자 크기는 2초의 RT만 있는 Calciner에도 적합합니다(공동 처리 설치에서 올바 

른 위치로 RT를 전달하고 SRF를 고속 주입하여 충분한 혼합이 보장될 경우).

메인 버너

• 불꽃 온도 1 800–2,000 °C

• 연소 가스 > 1, 100 °C

•  고품질 SRF만 

•  대체적으로  열량이 20 MJ/kg보다 큼

•  입자 크기 < 25 mm

• 3D 입자 없음

•  수분 최대 20%

• 가능한 한 염소를 낮춤

전형적인  SRF 투입 포인트

하소로

• 가스 >900 °C

•  보다 완화된 SRF/RDF

• 품질 요구 사항

• 주로 80mm 미만의 2D 입 

 자 크기

• 3D 입자 크기 < 50 mm

• 가급적 최대 35%의 수분

• 가능한 한 염소를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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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한 미래를 위한 
연료 솔루션

BMH Technology Oy
P.O. Box 32 (Sinkokatu 11)
FI-26101 Rauma, Finland 
Tel. +358 20 486 6800
E-mail: bmh@bmh.fi 
www.bmh.f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