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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DF 생산 기술은 국내 실정에 맞는 제조 설비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단계이지만, 사업장 가연성 폐기물에 대한 연료화 설비가

구축된 사례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 가연성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RPF(Refuse Plastic Fuel) 제조 공정의 고형연료 제조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고형연료는 폐합성수지, 폐지 및 폐목재의 지역별 폐기물 발생비율 기준으로 제조되었으며, 제조된 RPF

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대경(대구, 경북)지역을 기준으로 제조된 RPF의 발열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폐지와 폐목재의 첨

가량이 늘어날수록 발열량은 감소하였다.

주제어 : 저위발열량, 플라스틱 고형연료, 가연성 폐기물, 부존자원

Abstract

The level manufacturing technique for refuse derived fuel (RDF) is possible to produce them itself by a domestic process
which is appropriate in Korea. However, very few facilities were used for industrial combustible wast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the technique for refuse plastic fuel (RPF) of industrial waste. RPFs were prepared by mixing of plastic,
paper and wood based on amount of regional waste.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RPFs prepared were investigated. RPFs pre-
pared at mixing ratio(plastic : paper : wood) of 87.55% : 8.15% : 4.3% show the highest lower heating values in wet-base
(LHVW) and the LHVW decreases as the mixing ratio of paper and wood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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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정책의 주된 목표는 시대적인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안전처리”(~1990년대) “재활용”

(~2008년 중반) “자원순환”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새로

운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도입·시행

되고 있다. 1995년 종량제가 도입되어 생활폐기물의 분

리수거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수도권 매립지

등 위생 매립지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확대 등으로

적정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2002년 생산자책임재활

용제도(EPR)의 시행으로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 배출消

側텼처리 체계가 정착되었다. 생산자 단체의 재활용 의

무율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으로 재활용 가능한 폐

기물에 대한 분리수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폐기

물에너지 자원화를 위한 고형연료(RDF·RPF) 품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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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도입된 2005년부터 지자체, 민간에서 RDF·RPF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1)

RDF(Refuse Derived Fuel)는 석유, 석탄 등의 화석

연료의 고갈 및 그에 따른 에너지 공급의 불안, 지구환

경문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으로 각광을 받으며 꾸

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RDF관련 기술은 1980년대

국내에 소개되어 시범적인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폐기

물 성상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없이 단순 기술도입에

의한 사업의 전개로 실패한 이후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

적이었다.2) 이후 자원화 기술의 다양성 확보와 순환형

사회의 형성 등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보

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통해 RDF에 대한 본

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현재 국내의 RDF 제조기술은

외국기술을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국내 폐

기물의 실정에 맞는 제조설비를 자체 개발하여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3) RDF는 수분과 불연물을

제거하고 남은 가연물을 사용하기 쉬운 형상으로 성형

한 것으로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이용되어질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수송성, 저장성, 취급성 등의 이점이 있

다.4,5) 하지만 지금까지 고형연료화 기술은 생활계폐기

물과 성상이 비교적 고른 일부 사업장 폐기물을 대상으

로 개발되어 왔다.6,7) 사업장 (일반)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발생량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의 2배 이상에 달하며, 폐

기물의 성상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대상으

로 하여 RPF(Refuse Plastic Fuel)의 제조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산업단지별 발생되는 폐기물 비율

에 따른 고형연료의 제조 및 앞으로 수행할 폐기물 혼

합비율에 따른 고형연료 제조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2.1. 실험장치

본 연구에서 고형연료 제조를 위해 사용한 공정은

Fig. 1과 같다. 산업폐기물의 다양성 및 성상에 따른 유

동적인 공정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

축되어야 하는 필수 공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일반

적으로 1차 파쇄 후 조대 파쇄물은 2차 파쇄 혹은 선

별(자력 및 풍력)을 통하여 원료를 균일화시켜 분쇄, 건

조, 정량 공급을 통하여 성형되는 흐름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원료(폐기물)는 반입 후 파쇄되어 이송라

인을 통하여 스크류 압출기를 통해 압축용융하여, 성형

기를 이용하여 고형연료의 규격에 맞게 크기를 조절하

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혼합비율에 따른

각 원료의 혼합은 파쇄 후 오렌지 그랩(Orange grab)을

이용해 혼합하였다. 이송라인 상에는 스크린, 영구자석

식 자력선별기를 설치하여, 크기 및 철금속 선별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2.2. 재료 및 방법

폐기물은 지역 발생 폐기물을 확보하여 사용하였으

며, 정확한 data 확보를 위해 인력선별을 실시하였다.

폐합성수지 5ton, 폐지 0.2ton, 폐목재 1ton을 확보하였

으나, 선별이 곤란한 폐지는 재활용업체로부터 추가구

입(2ton)하여 사용하였다. 고형연료 제조 시 혼합조건은

영남지역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에 근거8)하여 혼합하였으

며, Table 1에 나타내었다. 지역별 전체 가연성폐기물

발생량 중 해당항목의 발생비율에 근거하여 계산하였으

며, 건조공정이 구축되지 않아 하수 슬러지 및 동물성

폐잔재물은 혼합비율에서 배재하였다. 계산결과 부산과

경남(부경, S-2), 대구와 경북(대경, S-3) 지역의 발생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유사 발생지역의 평균값

을 혼합비율로 선택하였다. 

2.3. 기초 분석

2.3.1. 발열량

제조된 고형연료는 열량분석기(Leco, AC-500)를 이

용하여 발열량을 측정하였다. 이때 측정된 발열량은 고

위발열량(총발열량)으로 고형연료 내부 수분 및 연소과

정에서 발생된 수분에 의한 증발잠열이 포함된 것으로

고형연료 자체 발열량(저위발열량, 참발열량)은 증발잠

열에 의한 값을 빼야한다. 저위발열량은 Dulong식을 이

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Fig. 1. Process of R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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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 = Hh− 600(9×H×W ) (1)

여기서, Hh : 고위발열량 (kcal/kg)

Hl : 저위발열량 (kcal/kg)

H : 수소함량(%)

W : 수분함량(%)

수소함량은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은 원소분석

시 얻은 값, 수분함량은 공업분석(삼성분 분석) 시 얻은

값을 사용하였다. 

2.3.2. 공업분석(삼성분)

제조된 고형연료의 수분분석은 상압가열건조법으로

시료를 105~110에서 1시간 가열 건조하여 시료의 건조

전·후 질량차이의 질량 백분율로 측정하였다. 회분은

시료를 공기 중에서 815±10로 가열 회화하고, 잔류하는

재의 질량을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로 측정하였다.9)

2.3.3. 원소분석

시료 내의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 원소분석기(Thermo,

1112 series)를 이용하여 C, H, O, N, S 함량을 측정

하였다. 고형연료 제조 환경과 비슷한 조건의 값을 얻

기 위해 채취상태로 분석하였다. 연소 중 발생되는 염

소가스(Cl)는 연소관식공기법9)을 통해 생성된 가스를 물

에 흡입시켜 이온크로마토그래피(Dionex, DX500)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폐기물 특성 분석

고형연료 제조를 위해 확보된 폐기물의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파쇄된 각 시료의 기초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able 2에 나타내었다. 삼성분 분석결과 회분의 함유량

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폐기물의 회수과정 중

다량의 토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열량분석기로 측

정된 열량과 원소분석을 통해 얻은 수치를 이용하여 계

산된 열량을 비교한 결과 각 시료의 저위발열량은 측정

치가 다소 높게 보였으나 오차범위이내의 값으로 나타

났다. 질소와 황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염소의 경우 간

혹 발생하였으나 그 발생량은 0.07% 이하였다. 원료의

투입은 오렌지 그랩(Orange grab)을 이용하기 때문에

Table 1. Condition of mixed waste

구 분
혼합비율 (%)

폐합성수지 폐 지 폐목재

울산 (S-1) 62 20 18

부경 (S-2) 83.5 1.75 14.75

대경 (S-3) 87.55 8.15 4.3

Table 2. Basic analysis of raw materials

구 분 폐합성수지 폐 지 폐목재

삼성분

수 분 (%) 1.7 5.2 3.4

회 분 (%) 16.3 19.3 20.0

가연분 (%) 82 75.5 76.6

원소

분석

C(%) 68.2 37.3 39.7

H(%) 9.8 4.7 5.3

O(%) 4.0 33.9 31.4

N(%) 0 0 0

S(%) 0 0 0

염 소 (%) 0 0 0

평균무게 (kg/grab) 76 45.6 82

저위발열량
(kcal/kg)

계산치 8,170 2,895 3,380

측정치 8,648 2,960 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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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원료별로 그랩의 한 집게가 가지는 무게를 측정하였

다. 무게측정은 총 5회 실시하였으며, 평균값을 산출하

여 원료 투입 시 활용하였다.

3.2. 폐기물 고형연료 제조 및 특성 분석

폐기물 혼합비율에 따라 제조한 고형연료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제조된 고형연료의 직경은 50 mm, 길이는

100±10 mm 정도로 연소성에 따른 규격분류 중 “나”군

에 해당한다.10)

제조된 고형연료의 삼성분 분석과 발열량을 비교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수분함량이 감소, 폐합성수지의 혼

합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저위발열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고형연료는 원료 물질의 조성에 크게 의존하기 때

문에 발열량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혼합비율을 바꾸

거나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의 첨가가 필요하다. 울산 및

부경지역 배출량에 따른 고형연료의 제조의 경우 폐합

성수지의 혼합비가 중량비 6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저

위발열량이 고형연료 품질기준이하인 각각 4,391 kcal/kg,

5,829 kcal/kg으로 나타났다. 이는 함유량만을 기준으로

하여 무분별히 제조하였을 경우 연료로서 가치를 잃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 혹은 산업단지별 특징에 맞는 정

확한 산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발열량을 높이

기 위해서는 고형연료 내 수분을 제거할 방안을 마련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폐기물 기초분석 값에 근거한 각 혼합비율에 따른 고

형연료의 발열량 예상치와 다르게 나온 이유와 비슷한

가연분 함량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발열량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자 각 샘플별 원소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분석결과 S-1(울산)의 경우 예상

원소함유량(C, H, O의 총합을 100으로 보았을 때)은

탄소 71%, 수소 10%, 산소 19%정도였으나, 실제 함

유량은 탄소 71%, 수소 7%, 산소 22.2%로 다소 차이

가 있었다. S-2(부경)의 경우도 탄소 78%, 수소 11%,

산소 10% (실제 탄소 78%, 수소 6%, 산소 16%)로 수

소와 산소의 함량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파쇄 후

용융단계 전까지 완전한 혼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문이다. S-1의 경우 원 폐기물에 비해 수분함량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고형연료 제조 완료 후 사후관리도 필

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3(대경)의 경우 비교적

고른 혼합비를 가져 발열량 및 원소분석 데이터 값은

Fig. 2. Manufactured RPFs.
Fig. 3. Relationship between three component and lower

heating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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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와 거의 일치하였다. 회분함량은 원 폐기물에 비

해 미량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혼합, 각 공정

으로의 이송 시 일부 제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분석

값으로 탄소 및 수소의 함량이 높을수록, 산소의 함량

이 낮을수록 높은 발열량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지역별 발생 폐기물비율 기준으로 제조된 고형연료

실험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제조된 고형연료는 직경 50 mm의 원통형으로 연

소성에 따른 규격분류기준 “나”군에 해당하였다. 

2. 고형연료의 저위발열량은 폐합성수지의 함량이 많

을수록 높아진다. 

3. 고형연료 제조 시 회분과 수분은 연료의 발열량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자로 작용하였으며, 원소별로는 산소

가 발열량 저하인자로 작용하였다. 

4. 지역별 발생 폐기물 기준으로 고형연료를 제조하

였을 경우, 대경 지역의 발생비율에 맞춰 혼합한 고형

연료의 발열량이 기준치10)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5. 고형연료는 대상 폐기물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갖

기 때문에 혼합비율의 조절 및 제조과정 개선, 제조완

료 후 수분 제어는 고형연료의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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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asic analysis of RPFs

구 분 울산 (S-1) 부경 (S-2) 대경 (S-3)

삼성분

수 분 (%) 19.2 4.5 2.6

회 분 (%) 12.9 12.1 19.1

가연분 (%) 67.9 83.4 78.3

원소

분석

C(%) 47.4 64.8 61.5

H(%) 4.8 5 9.5

O(%) 14.9 13.4 7.6

N(%) 0 0 0

S(%) 0 0 0

염 소 (%) 0 0 0

저위발열량
(kcal/kg)

계산치 4,471 6,090 7,381

측정치 4,391 5,829 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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