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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량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2배 이상에 달하며, 그 성상은 생활폐기물에 비해 불

균일하다. 보다 적극적인 폐기물에너지 생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균일 성상의 폐기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역별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비율에 따른 고형연료 제조

를 통해 사업장 폐기물의 고형연료제품 생산을 위한 가능성 및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폐기물고형연료(Refuse Derived Fuel, RDF)는 석

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의 고갈 및 그에 따른 에너지

공급의 불안, 지구환경문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

안으로 각광을 받으며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고형연료화 기술은 생활계폐기물과 성상이

비교적 고른 일부 사업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개발되

어 왔다. 사업장 (일반)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발생량

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의 2배 이상에 달하며, 폐기

물의 성상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대상

으로 하여 RDF, RPF(Refuse Plastic Fuel)의 제조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산업단지별 발생되는

폐기물 비율에 따른 고형연료의 제조 및 앞으로 변

화될 폐기물 비율 변화에 따른 고형연료 제조의 기

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장치

본 연구에서 고형연료 제조를 위해 사용한 공정

은 Fig. 1과 같다. 산업폐기물의 다양성 및 성상에

따른 유동적인 공정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필수 공정을 중심으로 구성

하였다. 일반적으로 1차 파쇄 후 조대 파쇄물은 2차

파쇄 혹은 선별(자력 및 풍력)을 통하여 원료를 균일

화 시켜 분쇄, 건조, 정량 공급을 통하여 성형되는

흐름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원료(폐기물)는 반

입 후 파쇄되어 이송라인을 통하여 스크류 압출기를

통해 압축용융하여, 성형기를 이용하여 고형연료의

규격에 맞게 크기를 조절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

게 구성되었다. 이송라인 상에는 스크린, 영구자석식

자력선별기를 설치하여, 크기 및 철금속 선별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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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형연료 제조공정 개략도

2.2 재료 및 방법

폐기물은 Y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며, 정확

한 data확보를 위해 인력선별을 실시하여, 폐합성수

지, 폐목재, 폐지를 확보하였으나, 부족분은 재활용업

체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고형연료 제조 시 혼

합조건은 영남지역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에 근거하여

혼합하였으며, table 1에 나타내었다. 지역별 전체 가

연성폐기물 발생량 중 해당항목의 발생비율에 근거

하여 계산하였으며, 건조공정의 부재로 하수 슬러지

및 동물성폐잔재물은 혼합비율에서 배재하였다. 계산

결과 부산과 경남, 대구와 경북 지역의 발생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유사 발생지역의 평균값을 혼

합비율로 선택하였다.

구분
혼합비율(%)

폐합성수지 폐지 폐목재

울산 62 20 18

부경
(부산, 경남)

83.5 1.75 14.75

대경
(대구, 경북)

87.55 8.15 4.3

[표 1] Condition of mixed waste

2.3 분석

제조된 고형연료의 분석은 삼성분(수분, 회분, 가연

분) 분석과 저위발열량의 측정을 실시하였다. 수분

분석은 시료를 105～110℃에서 1시간 가열 건조하여

시료의 건조 전․후 질량차이의 질량 백분율로 측정

하였고, 회분은 시료를 공기 중에서 815±10℃로 가열

회화하고, 잔류하는 재의 질량을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로 측정하였다. 발열량은 열량분석기(Leco,

AC-500)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원소분석기(Thermo,

1112 series)를 이용하여 H 및 수분을 측정하여

Dulong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폐기물 혼합비율에 따라 제조한 고형연료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제조된 고형연료의 직경은 50mm,

길이는 100±10mm 정도로 연소성에 따른 규격분류

중 “나”군에 해당한다.

(a) 울산 (sample1) (b) 부경(sample2) (c) 대경 (sample3)

[그림 2] 제조된 고형연료

제조된 고형연료의 삼성분 분석은 Fig. 3, 저위발

열량은 Fig. 4에 나타내었다. 수분함량이 감소, 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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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삼성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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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저위발열량

성수지의 혼합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저위발열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고형연료는 원료 물질의 조성

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발열량을 좀 더 높이기 위

해서는 혼합비율을 바꾸거나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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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첨가가 필요하다. 울산 및 부경지역 배출량 따른

고형연료의 제조의 경우 폐합성수지의 혼합비가 중

량비 6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저위발열량이 고형연

료 품질기준이하인 각각 4,391kcal/kg, 5,829kcal/kg

으로 나타났다. 이는 함유량만을 기준으로 하여 무분

별히 제조하였을 경우 연료로서 가치를 잃을 수 있

으며, 해당 지역 혹은 산업단지별 특징에 맞는 정확

한 산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발열량을 높이

기 위한 방안으로 고형연료 내 수분을 제거할 방안

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지역별 발생 폐기물 기준으로 고형연료를 제조하

였을 경우, 대경 지역의 발생비율에 맞춰 혼합한 고

형연료의 발열량이 기준치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고

형연료는 대상 폐기물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혼합비율의 조절 및 제조과정 혹은 제조완료

후 수분 조절은 고형연료의 연료로서 가치를 높여

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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