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of Korean Inst. of Resources Recycling

Vol. 22, No. 6, 2013, 3-11

≫ 硏究論文 ≪

3

http://dx.doi.org/10.7844/kirr.2013.22.6.3

pISSN : 1225-8326 eISSN : 2287-4380

使用終了埋立地 廢棄物의 處理方法別 溫室가스 低減量 評價

李丙先·韓相國·姜丁熙*·李南勳*

(주)포스벨, *安養大學校 環境에너지工學科

Estim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Potential by Treatment Methods 

of Excavated Wastes from a Closed Landfill Site

Byung-Sun Lee, Sang-Kuk Han, Jeong-Hee Kang* and Nam-Hoon Lee*

FORCEBEL Co., Ltd.,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nd Energy Engineering, A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사용종료매립지 정비를 위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가연성폐기물의 처리 방법별 온실가스 발생량을 IPCC에서 제시하

고 있는 기본배출계수(default emisssion factor)를 활용하여 산정하고 그 결과 비교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였다. 대상 매

립지로부터 굴착한 폐기물의 성상을 조사한 결과 토사류가 64.9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비닐/플라스

틱류가 19.1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폐기물 중 토사류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류, 목초류, 종이류와

같이 생분해가 용이한 폐기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일반적인 비위생매립지의 굴착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였다. 전체 폐기

물의 겉보기 밀도는 평균 0.74t/m3으로 확인되었다. 폐기물을 매립으로 처리하는 경우 약 60,542 tCO2, 소각을 통해 폐기물 처리 시

9,933 tCO2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 시에는 33,738 t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것으로 산정되어 폐기물 고형

연료 생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매립지, 고형연료, 폐기물 처리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stimate greenhouse gas reduction potentials under treatment methods of combustible wastes

excavated from closed landfill. The treatment methods of solid wastes were landfilling, incineration, and production of solid

recovery fuel.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potentials were calculated using the default emission factor presented by IPCC G/

L method of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The composition of excavated waste represented that screened

soil was the highest (65.96%), followed by vinyl/plastic (19.18%). This means its own component is similar to the other exca-

vated waste from unsanitary landfill sites. Additionally, its bulk density was 0.74 t/m3. In case of landfilling of excavated waste,

greenhouse gas emission quantity was 60,542 tCO2. In case of incineration of excavated waste, greenhouse gas emission quantity

was 9,933 tCO2. However, solid recovery fuel from excavated waste reduced 33,738 tCO2 of the greenhouse gas emission quan-

tity. Therefore, solid recovery fuel production is helpful to reduce of greenhouse gas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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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수백년 간 지구의 온도는 꾸준히 상승하여 왔고,

산업혁명 이후 온도상승 기울기는 가파르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지구표면의 온도 상승현상을 지구온난화라 하여

세계 각국은 전 지구적 문제로서 인식하여 기후변화협

약 및 교토의정서 채택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온실가스를 꼽고 있는데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염화불

화탄소 (CFC, Chlorofluorocarbon)를 주요 온실가스로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는 규정하고 있다2).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로는 폐기

물의 매립에 따른 혐기성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폐기물의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및

아산화질소가 있다3,4).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발생량은 2.5 ~ 7.4%를 차지하

며 메탄 및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지구온난

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가 높아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5,6,7). 우리

나라는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에너

지기본계획, 폐기물 에너지화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을 진행해오고 있다.5) 폐기물 부분

의 신재생에너지는 주로 폐기물고형연료(Solid Recovery

Fuel, SRF)생산 및 유기성폐기물의 혐기소화가스 이용

이 대표적이다.

비위생매립지의 정비방법에는 현재 이적처리, 선별이

적처리, 현지안정화 방법 등이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

는데 이적처리 혹은 선별·이적에 의한 처리방법은 폐기

물을 매립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처리하는 방법

이며, 현지안정화 방법은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를 차단하고 매립지내부에서 오염원을 생분해시켜 자연

적으로 무해하도록 하는 공법이다.8)

굴착 및 선별 후 가연성폐기물은 주로 소각처리하며,

토사류는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

물의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및 아산화질소

는 온실가스이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피해야

할 처리방법이다. 가연성폐기물의 고형연료화는 온실가

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이다.

한편, 국내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연

구는 주로 소각, 매립, 하수처리시설 등의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에 초점이 맞추어 진

행되어 왔으며3,4,5), 감축량 및 감축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온실가스 감축량의 비교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가의 경쟁력 강화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항

목이며,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량 효율 측면에서

효과적인 폐기물 처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C

시 비위생매립지를 대상으로 굴착폐기물의 처리방법 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잠재량을 예측하였다.

배출량 산정은 IPCC에서 제안한 Tier 1 배출량 산정방

법을 활용하였다. Tier 1 방식은 IPCC G/L에서 제시

하고 있는 기본 배출계수(default emission factor)를 적

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

는 국가 고유의 온실가스 배출계수(country-specific

emission factor)가 확립되지 않아 Tier 1 배출량 산정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매립처리, 선별 및 소각처리, 선

별 및 고형연료화 총 3가지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각 시

나리오 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고, 배출량 비교

를 통해 고형연료화 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산정하였

다. 본 연구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른 온실가스 발

생 및 저감량의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산정결과의 비

교는 국내 고형연료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점을 제시

함으로써 국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C시에 위치한 비위생매립지를 대상으

로 폐기물처리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산정

하고자 하였다. Table 1은 대상매립지의 현황을 나타내

고 있다. 대상 매립지는 1996년 4월부터 매립을 시작하

여 1997년 6월까지 총 37,700 m2의 면적에 총 204,000 t

의 폐기물을 매립하였으며 매립종료 후 현재는 나대지

로 활용 중에 있다. 폐기물은 주로 생활폐기물을 매립

하였다.

Table 1. Status of unsanitary landfill site in this study

Landfill site
Opening

year

Closing 

year

Total Area

(m2)

Landfill

Mass (t)

Amount of landfill 

waste (m3)

Land

utilization

C city unsanitary landfill 96. 4 97. 6 37,700 204,000 250,000 Bare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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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방법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평가를 위

한 시나리오 흐름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폐기물은

매립, 소각, 폐기물고형연료 생산 총 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처리되며 매립 및 소각은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고려하였다. 시

나리오 1은 매립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이며 매립량 전

량 250,000 m3이 고려대상이다. 시나리오 2는 소각에

의한 폐기물 처리이며 가연성폐기물 25.79%, 총 부피

로 약 64,475 m3이 소각처리 대상이다. 나머지 185,525 m3

의 폐기물은 매립처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불연물

이므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시나리오 3은 고형연료 생산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

는 방법이다. 전체 폐기물 250,000 m3은 겉보기 밀도를

고려하여 185,000 t으로 환산하였다. 총 폐기물 중 가연

성 폐기물이 47,711 t이며 이 중 고형연료 생산설비의

수율을 고려하여 24,734 t이 고형연료로 생산되는 것으

로 산정하였다. 고형연료로 만들어지지 않은 가연물의

일부 및 불연물은 매립처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한편, 고형연료생산에 과정에서 전력을

소비하게 되므로 이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하였고,

생산된 고형연료의 연소를 통해 얻는 열량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산정하여 최종 온실가스 감출 잠재량으로

평가하였다.

2.1. 매립 처리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폐기물의 매립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온실가스

는 메탄과 이산화탄소 및 아산화질소이다. 그러나

IPCC2006GL(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6 Guideline)에서는 메탄만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에 고려하고 있다. 이는 혐기분해에 의해 발생한 이산

화탄소는 자연계에서 순환하며 지구온난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산화질소의 경

우 메탄 및 이산화탄소에 비해 발생량이 매우 미미하여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메탄만을 온실가

스 발생량으로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CH4 배출량 = [(W × L0) − R] × (1 − OX) (1)

L0 = DOC × DOCf × MCF × F × (16/12) (2)

식 (1)에서 W는 고형폐기물의 양으로서 굴착폐기물

중 토사는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만을 고려하였다. R은

회수된 메탄의 양으로서 비위생매립지에서는 별도의 매

립가스 포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R=0으로

간주하였다. OX는 메탄의 산화율이며 IPCC2006GL에

서 제시한 관리되지 않은 매립지의 기본값인 0을 사용

하였다. L0는 메탄발생잠재량으로서 식 (2)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DOC는 분해가능한 유기탄소 비율이고,

DOCf는 혐기조건하에서 분해가능한 유기탄소의 양을

의미한다. MCF는 메탄보정계수로서 매립지의 관리, 폐

기물의 배치 등의 조건에 따라 발생되는 메탄의 양을

보정해주는 계수이다. F는 매립가스 내 메탄의 비율

(v%)이며,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매립지에서 발생하

는 매립가스 중의 메탄농도인 55%를 고려하여, 0.55를

Fig. 1. Flow chart of GHG gas reduction potential estimating with solid waste treatment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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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값으로 사용하였다. DOC, DOCf 및 MCF는 IPCC

2006GL에서 제시하는 기본값을 사용하였으며 Table 2

에 기본값을 정리하였다.

DOC = Σ(DOCi × Wi) (3)

여기서 DOCi는 폐기물 성상i에 대한 분해가능한 유

기 탄소의 비율이고, Wi는 폐기물 성상의 비율을 의미

한다. 메탄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기위해 최

종메탄발생량에 메탄의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212)을 곱하였다. 

2.2. 소각 처리 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폐기물의 소각과정에서는 온실가스로 메탄과 이산화

탄소 및 아산화질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 메탄은 소각과정에서 불완전연소의 결과물로 발

생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일정한 소각시간을 유지하는

최근의 소각설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

였다.

이산화탄소의 발생량 산정에서 탄소 중 종이류 목초

류 등의 생물계 탄소는 자연계 순환 과정에서 재이용

및 동화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비닐/플라스틱류, 고무

및 섬유류에 대해서만 고려하였으며, 다음 식에 의해 배

출량을 산정하였다.

CO2 = MSW × Σ(WFj·dmj·CFj·FCFf·OFj) × 44/12 (4)

여기서, MSW는 소각되는 습량기준의 고형폐기물 총

량이고, WFi는 MSW내 구성 성분 j의 폐기물의 비율

이다. dmj는 소각되는 MSW의 구성 성분 j중 건조물질

의 함량, CFj는 구성 성분 j의 건조 물질 내 탄소 분

율이며, FCFj는 구성 성분 j의 탄소 총량 중 화석 탄

소의 분율을 의미한다. OFj는 산화계수이며 IPCC2006GL

기본값을 적용하였다. 아산화질소는 500 ~ 950oC 사이

의 온도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며 다음의 식을 이용하

여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N2O = Σ(IW × EF) × 10−6 (5)

여기서, IWi는 폐기물의 소각된 양(Gg)이고, EF는

아산화질소의 배출계수이다. Table 3에 배출계수를 정

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39.8 g-N2O/t-Waste을 온실가

스 배출량 산정에 사용하였다. 아산화질소는 지구온난

화지수가 이산화탄소보다 310배 높으므로2) 최종발생량

에 310을 곱하여 이산화탄소 발생량으로 환산하였다.

2.3. 선별 후 고형연료화 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폐기물의 선별 후 고형연료화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able 2. Default values for DOC content of different MSW components9)

MSW

component

DOC content in % of wet waste DOC content in % of dry waste

Default Range Default Range

Paper/cardboard 40 36-45 44 40-50

Textiles 24 20-40 30 25-50

Food waste 15 8-20 38 20-50

Wood 43 39-46 50 46-54

Garden and Park waste 20 18-22 49 45-55

Nappies 24 18-32 60 44-80

Rubber and Leather 39 39 47 47

Table 3. Default values of N2O emission factors for incineration

of waste9)

Type of waste
N2O Emission Factors

(g-N2O/t-Waste)

MSW 39.8

Industrial waste

(except sewage sludge)
113.19

Industrial waste(sludge) 408.41

Construction waste 109.57

Hazardous waste

(except sewage sludge)
83.52

Hazardous waste(sludge) 4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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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net,emission = 

CO2 production – CO2 reduction (6)

 

CO2 production은 고형연료 생산과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고형연료 생산 설비

의 가동에 따른 전력소비만을 고려하여 CO2 배출량으

로 환산하였다. CO2 reduction은 고형연료의 생산에 따

른 온실가스 저감량을 의미하며,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고형연료의 연소 시 발생하는 열량을 이산화탄소 저감

량으로 환산하였다. 

2.4. 폐기물의 물리적 조성 및 겉보기 밀도 측정

폐기물의 가연분 성상별 함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

리적성상 조사를 진행하였다. 시료를 가연분 6종(음식

물류, 종이류, 비닐/플라스틱류, 목초류, 섬유류, 고무/피혁

류), 불연분 3종(금속류, 유리/자기류, 토사류)으로 수선별

(Hand sorting)한 후 수분이 발산되지 않도록 즉시 습윤기

준 중량을 측정하였다. 총 무게에 대한 각 성분의 중량비(

측정된 중량/전체 폐기물의 총 중량)를 바탕으로 각 조성

별 함량으로 산정하였다. 전체 폐기물의 중량을 확인하기

위한 겉보기 밀도는 110 L용량의 케이스에 폐기물 시료

를 채운 후 중량을 측정하여 산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폐기물 물리적성상 분석 및 고형연료 생산

량 예측

Table 4는 본 연구 및 다른 문헌에서 조사된 비위생

매립지 굴착폐기물의 물리적 조성을 정리한 것이다. 물

리적 조성 분석은 시료를 가연분 6종(음식물류, 종이류,

비닐/플라스틱류, 목초류, 섬유류, 고무/피혁류), 불연분

3종(금속류, 유리/자기류, 토사류)으로 수선별(Hand

sorting)한 후 수분이 발산되지 않도록 즉시 습윤기준

중량을 측정하였다. 총 무게에 대한 각 성분의 중량비

(측정된 중량/전체 폐기물의 총 중량)를 바탕으로 각 조

성별 함량으로 산정하였다.

조사결과 토사류가 64.96%로 가장 높은 백분율을 나

타내었으며, 불연분이 전체 폐기물의 74.21%를 차지하

고 있었다. 가연성 폐기물 중에는 비닐/플라스틱류가

19.18%, 섬유류가 3.15%로 나타나 두 종류의 폐기물이

가연성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다른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여 볼 때10,11) 토사류의

비율이 매우 높고, 음식물류, 목초류, 종이류와 같이 생

분해가 용이한 폐기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유

사하였다. 전체 폐기물의 겉보기 밀도는 평균 0.74 t/m3

Table 4. Composition of excavated waste                       (unit : wt.%)

components This study A Landfill10) B Landfill11)

Combustible

Food 0.00 0.00 0.00

Paper 1.72 2.30 0.20

Wood 1.48 2.43 0.53

Rubber 0.25 1.37 0.87

Vinyl/Plastic 19.18 26.46 9.87

Textile 3.15 5.83 3.07

Sub-total 25.79 38.39 14.53

Incombustible

Metal 2.10 1.55 0.73

Glass 1.60 4.09 0.23

Soil 64.96 55.97 84.17

Gravel 5.56 - -

Sub-total 74.21 61.61 85.47

Total 100.00 100.00 100.00

Bulk density(t/m3) 0.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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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형연료 생산 설비의 공정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매립지로부터 굴착된 폐기물은 선

별장치(Sorting process)를 통과하여 가연성폐기물 및

토사류, 금속류 등의 불연물로 선별되어 배출된다. 선별

장치로부터 배출된 가연성폐기물은 불연물과 분리되어

가연물 비율이 투입폐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향상된다.

이 가연성폐기물은 고형연료생산설비로 투입되어 가연

물의 순도를 향상시키고 함수율을 낮추어 고형연료 품

질을 높여 최종 고형연료제품으로 생산된다.

시멘트 보조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고형연료를 생산하

기 위한 법적기준 4,500 kcal/kg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관리기준13)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비닐, 플라스틱

류 등의 고발열량의 가연물을 선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을 구성하였으며, 투입폐기물, 선별설비 통과 후, 고형

연료생산시설에서 생산된 가연물 비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투입폐기물로부

터 선별설비에 의해 가연성폐기물로 선별되는 중량비는

약 16.77%였으며, 고형연료 제조 과정에서 약 15.00%

는 건조 및 가연물 반송으로 최종 생산된 고형연료의

제조율은 약 85.00%로 나타나 총 투입폐기물로부터의

고형연료 수율은 평균 약 13.37%(함수율 9.37%)로 조

사되었다.

Table 6은 기존문헌14,15)에 보고된 폐기물 고형연료의

수율과 본 연구에 사용된 설비의 수율을 비교한 것이다.

조 등은 생활폐기물의 고형연료 생산설비의 수율을 조

사한 결과 투입폐기물 중량대비 21.7%의 수율을 확인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형연료 생

산설비의 13.37%에 비해 높은 수율을 나타내었으나, 투

입된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의 비율을 고려하면 조 등

의 고형연료 생산설비는 투입 가연물 중 약 23.7%의

가연물이 고형연료 제품으로 생산되는 셈이며 본 연구

에 사용된 설비는 51.85%의 가연물이 고형연료 제품으

로 생산되는 셈이다. 최 등15)의 연구결과에서도 원주시

에서 가동 중인 설비의 고형연료 수율이 42.7%로 보고

하고 있어 본 설비의 고형연료 수율은 일반적인 생산설

비에 비해 높은 수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굴

착 폐기물로부터 고형연료의 중량을 고형연료수율에 폐

기물 중량을 곱하여 총 고형연료 생산량을 산정하였으

며 고형연료의 총 생산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량

을 산정하였다.

3.2. 각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매립상태의 폐기물을 굴착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의

Fig. 2. Schematic diagram of RDF Production System.

Table 5. SRF yield from excavated waste

Number

Waste sorting process SRF production process
Total Yield

(%)Input

(kg)
Output (kg)

Yield

(%)

Input

(kg)

Output

(kg)

Yield

(%)

1st 4,662 820 17.59 283.99 230.03 81.01 14.25

2nd 4,214 690 16.37 273.58 216.43 79.11 12.95

3rd 3,907 603 15.43 255.31 204.35 80.04 12.35

4th 4,331 721 16.65 263.17 203.64 77.38 12.88

5th 3,337 594 17.80 223.82 181.54 81.11 14.44

average 4,090 594 16.77 259.97 207.20 79.7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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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을 Tier 1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결과

2.883tCH4의 메탄이 발생하며 이를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하면 60,542 tCO2이 된다. 소각을 통해 폐기물 처

리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는 7,775 tCO2,

아산화질소는 2,158 tCO2 총 9,933 tCO2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폐기물의 고형연료화 시 전체폐기물 중 고현연료화

수율 13.37%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약 24,734.5 t의

고형연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형연료의

발열량 4,500 kcal/kg, 원유발열량 10,730 kcal/kg12), 석

유환산계수 0.00107TOE/kg12), 탄소배출계수 0.829TC/

TOE12)를 기준으로 다음 식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배

출량을 산정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tCO2) =

(7)

여기서 Ws는 고형연료의 중량(kg), Hs는 고형연료의

발열량(kcal/kg), Ho는 원유의 발열량(kcal/kg)을 의미한

다. 산정결과 약 33,738 tCO2 의 온실가스가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고형연료를 생산설비 가동을

위해서는 1시간당 710 kWh의 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매립된 30.23 m3/hr의 처리용량의 생산설

비를 이용하여 매립폐기물 250,000 m3을 선별하기 위해

서 약 1,033.7 hr의 시간이 소요된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서 제시한 전력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0.4705 tCO2/MWh12)를 이용하여 생산설비의 가동에 따

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면 약 345 tCO2을 배출하

며 결국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은 33,393 tCO2이다.

온실가스의 감축잠재량 평가 시 고형연료 폐기물의

생산은 매립처리와 비교하면 약 95,701 tCO2, 소각처리

와 비교 시 약45,092 tCO2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셈이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의 폐기물분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약 1,418만 tCO2

이다. 따라서 폐기물 고형연료의 생산은 매립처리에 비

해 0.67%, 소각처리에 비해 0.32%의 온실가스 감축효

과가 있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W
s

H
s

×

H
o

---------------- 0.00107× 0.829×

Table 6. Comparison of SRF yield

Type of Waste Combustible waste(R0) SRF yield(Rs) Rs/R0

This study Excavated waste 25.79% 13.37% 51.84

Jo et. al14) Municipal waste 91.50% 21.70% 23.72

Choi et. al15) Municipal waste - 42.70% -

Table 7. Power consumption of each process

System Power Consumption (kW)

Sorting process 237.5

SRF production process 472.5

Total 710.0

Table. 8 The results of GHG reduction potential with scenario

Scenario Senario 1 (Landfill) Senario 2 (Incineration) Senario 3 (SRF production)

Emission (tCO2) 60,542 9,933 345

Reduction (tCO2) 0 0 33,738

Reduction potential (tCO2) -60,542 -9,933 33,393

Fig. 3. Comparison of GHG reduction by solid waste

treatmen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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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위생매립지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을 산

정하였다. 굴착하지 않고 매립처리 하였을 경우, 소각처

리 하였을 경우, 폐기물고형연료화 하였을 경우 3가지

처리방안별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산정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1. 굴착폐기물의 물리적 조성을 확인한 결과 토사류

가 64.96%, 비닐/플라스틱류가 19.18%, 섬유류가 3.15%

로 나타나 다른 비위생매립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물

리적 성상이 유사하였으며, 겉보기 밀도는 평균 0.74 t/m3

으로 확인되었다.

2. Tier1 방법을 통해 폐기물의 처리방법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매립상태의 폐기물을 굴착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약 60,542 tCO2의 온실가스가 배

출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소각을 통해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는 7,775 tCO2, 아산화

질소는 2,158 tCO2 로 이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할 경우

총 9,933 tCO2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3. 폐기물의 고형연료화 시 연료화 생산에 따른 온실

가스 감축량은 33,738 tCO2 생산설비의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345 tCO2으로 총 33,393 t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국내 전

체 온실가스 발생량에 비교하였을 때 폐기물 고형연료

의 생산이 매립처리에 비해 0.67%, 소각처리에 비해

0.32%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산정되어 폐

기물 고형연료 생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4.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의 처리 방법별 온실가스의

발생량에 대하여 산정하였다. 그러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 매립지 운영과 소각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시

간 및 에너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해

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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