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ter® NW 시리즈
1. 소개
“Newster”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당사의 특허기술로서, 고온의 물 분자에 의한 내부 진동(마찰)
열을 이용해 HCW(의료폐기물)를 멸균처리 하며, 여하한 연소과정이 없다(이를 FHT(마찰열처리)법
이라 부른다). 이 기술은 WHO(세계보건기구)가 발행한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가용
기술에도 등재되었으며, 고형 HCW 처리목적으로는 BAT법(폐기물소각시설 최적가용기법)을 대체하
는 최신 기술로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을 준수한다.
FHT법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치고 인증과 국제특허를 획득한 기
술로서, 소각법과 같은 전통적인 폐기물 처리방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유효성이 입증된
현존 최강의 대체기술이다. 당사의 FHT 기술을 사용하여 HCW 처리 시 처리후의 잔류물은 이미
멸균처리가 되어 안전한데다 원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도록 파쇄 및 건조되어 부피와 중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당사의 FHT 특허기술은 멸균탱크에 투입된 HCW가 회전하는 분쇄 날에 의한 마찰로 조각되는 공
정에 고온 멸균처리 공정이 함께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분쇄 날이
HCW에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충격을 가하면서 분쇄가 이루어지고 이 때 발생하는 마찰열은 멸균
공정 시의 승온과 에너지를 고루 분포시키는 역할을 한다.

단계 1:
HCW를 멸균탱크(SV)에 투입한다. 뚜껑(LD)을 닫는다. “Start”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사이클이 개
시된다.
단계 2:
전동기에 의해 분쇄 날(RB)이 회전하기 시작한다. 분쇄 날이 반복/연속적으로 HCW에 충격을 가
하면서 분쇄가 이루어진다. 분쇄 날과 HCW 간의 마찰력은 멸균탱크 내 HCW를 고온에서 열처리
하는 효과를 제공한다(이를 FHT(마찰열처리)라 한다).
단계 3: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분쇄 날의 회전방향과 속도는 주 전원함의 인버터에 의해 엔진의 전기를
흡수하여 제어된다. 즉, 출력전압의 최대치와 최소치 제어를 통해 분쇄 날의 회전방향과 속도가
자동으로 조절되어 HCW의 균일 분쇄가 달성되며 전력소비량 감소에도 기여한다.
단계 4:
온도가 100℃에 도달하면 더 이상 승온되지 않고 HCW 내 액체성분이 완전히 증발될 때까지 유
지된다. 증발 시 발생된 증기는 계속적으로 멸균탱크 외부로 배출된 후 냉각계통으로 유도되고
활성탄과 절대여과등급 필터에 의해 여과된다. 냉각계통에는 공기 및 물 열교환기가 제공되어 있
으며 온도센서 제어에 의해 공정수 소비량이 최소화된다.
단계 5:
증발단계가 완료된 시점에는 HCW가 거의 완벽히 건조된 상태가 된다. 이 때에도 분쇄 날은 계속
회전하므로 HCW와의 마찰력에 의해 멸균탱크 내의 온도는 최대 150℃까지 승온된다. 이 멸균분
쇄 과정을 거치면서 HCW는 더욱 미세한 크기로 분쇄된다.
단계 6:
온도가 150℃에 도달하면 기 설정된 시간 동안 소량의 물을 계속적으로 분무시켜 승온 온도가 유
지된 상태에서 높은 수준의 멸균공정이 달성된다.
단계 7:
멸균탱크 내로의 공정수(수돗물) 분무단계가 끝나면 분쇄된 HCW 잔류물은 90℃까지 감온된다.
이후 배출 해치가 열리면서 잔류물이 저장조로 자동으로 투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