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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n environmental assessment was carried out on the whole process of industrial business activities to 

establish a basic plan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energy independency. The whole process was divided into each 
discharge process in terms of water, air, solid waste, green house gases and refractory organic compounds. The flowcharts 
and basic unit of process were analysed for three years (2008-2010), being utilized as basic information for the life cycle 
assessment. It was found that the unit loading for the whole process significantly depends on changes in the operation rate 
change and highly concentrated wastewater inflow. About 35% of solid waste production was reduced by improving the 
incineration method with co-combustion in coal boiler, generating about 57% of electricity used for the whole process, and 
consequently reducing the energy costs. As the eco-efficiency index was found to be more than 1,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s, it can be said that improvement in general  has taken place.   

Key words : Green Company, Flowcharts and basic unit of process, Eco-Efficiency, Life cycle assessment  

1. 서 론1)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업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녹색성장을 추구하여 기업의 

성장을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시키는 목적과 더불어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

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과 같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NEC, 

2008; PMO, 2010; CGG, 2009; EMC, 2011).
이와 같은 녹색기업은 자체적으로 환경성을 평가

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업활동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 및 생산 공정에 따른 배출물질의 원단

위 분석이 일차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

로 환경개선에 대한 계획과 실천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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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Facility Capacity Note

Cogeneration plant
CFBC boiler 308 TON/H Fuel - Coal, LNG, RPF

Power utility 19,000 kWh  KEPCO (Power exchange)

Wastewater treatment plant Pure oxygen aeration 
basin 60,000 ㎥/D Busan environment corporation

Table 1. Process facility of the Busan Fachion Color Coorperative

(MOE, 2009; MOE, 2011).
또한 WBCSD(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의해 제안되어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에서 공식

적으로 채택된 바 있는 생태효율성은 제품, 기업, 산
업, 지역 및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모델로서 제품, 기업, 산업, 지역, 국가의 가치

를 환경영향(또는 환경부하)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

고 있기 때문에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평가는 생태효율

성 지표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WBCSD, 
2004). 

이러한 환경성 평가 및 생태효율성은 발전설비

(Korhonen과 Luptcik, 2004), 석유화학공업(Charmondusit
와 Keartpakpaek, 2008), 펄프 및 제지 공업(Helminen, 
2000), 각종 하수처리장(Kim 등, 2008) 및 철광 공업

(Kharel과 Charmondusit, 2008)의 지속 가능성을 평

가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걸친 

이들 지표는 사업활동 전과정에 대한 공정도 분석과 

원단위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공정 및 원단위 분석을 위해 부

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의 열병합발전소와 바이

오처리장을 표본모델로 선택하였으며 공정별 flow 
chart를 작성하고 각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물질과 각 

공정에서 배출되는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

질, 온실가스 농도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BFCC, 
2011). 여기서 온실가스는 다른 공정과는 달리 연소에 

의한 직접배출(SCOPE 1)과 전기사용과 같은 간접배

출(SCOPE 2)로 구분하여  IPCC 배출계수와 배출량 

산정방식을 적용시켜(IPCC, 2006) 산정한 결과를 이

용하였으며 RPF(Refuse Plastic Fuel)의 경우에는 배

출계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탄소함량을 기

준으로 자체 배출계수를 설정하여 산정한 결과를 이

용하였다. 또한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고

시에 나타난 간접배출에 대한 배출계수를 적용한 결

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MOE, 2009; MOE, 2011). 
한편, 각 공정 별 원단위는 투입원료에 대한 배출물질

의 상대적인 양을 나타내며 사업활동 전과정에 대한 

오염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산정한 원단위를 배

출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생태효율성 지수

를 제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

다. 따라서, 판매량(생산품가치) / 환경영향으로 정의

하는 기업의 생태 효율성은 비교년도와 평가년도에 

대한 생태효율성을 비교하는 생태효율성 지수(Factor)
로 나타나기 때문에(Lowe, 2001; ISO, 2006; Sanna 
등, 2005; Schaltegger과 Sturm, 1992) 비교년도인 

2008년과 평가년도인 2010년의 생산성이 같다고 가

정하여 생태 효율성 지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1. 표본공정 분석

인근 산업단지에 증기를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는 

고체연료를 친환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밀폐형 순

환유동층연소(FBC) 방식으로 운영되며,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배출수를 정화 처리하는 바

이오처리장은 60,000 ㎥/D 규모로 밀폐식 순산소

(PSA) 공급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의 

조건을 Table 1과 같이 정리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

였다.
여기서 열병합발전소의 주 보일러는 석회석, 모래, 

연료의 재 등 불활성 고체 입자군으로 이루어진 층의 

밑부분에서 공기를 불어 넣어 상하로 유동하게 되며 

이러한 고체입자층인 유동층 내에서 석탄 등 가연성

물질을 연소시키는 유동층 연소 방식으로 증기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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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chart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Fig. 1. Flow chart of cogeneration plant.

기를 생산하는 공정의 특이성을 공정 흐름도 분석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일러는 석탄과 RPF를 연료

로 사용하는 주 보일러(80 TON/H×2)와 LNG를 연료

로 사용하는 보조보일러(98 TON/H×1, 50 TON/H×1)
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산된 고압증기는 터빈발전기

(19,000 ㎾)를 통과하여 전기 생산에 이용된 후 저압

증기로 변환되어 인근업체의 염색 가공용 증기로 공

급되기 때문에 각각의 공정을 분리하여 공정 흐름도 

분석에 적용하였으며 그 공정도를 Fig. 1 에 나타내었

다.

바이오처리장은 부산패션칼라산업단지내 인근 사

업장에서 배출되는 염색폐수를 화학반응공정, 가압부

상공정, 밀폐식순산소 폭기공정, 침전공정을 거쳐서 

강변하수종말처리장(부산환경공단)으로 방류하는 시

스템을 공정 흐름도 및 원단위 분석의 기본으로 설정

하였다. 또한 10,000 ㎥/D 규모의 유동상 생물막 담체

처리공정을 도입하여 고농도 폐수를 병합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한 공정도를 Fig. 2와 같이 작성하

여 전과정 평가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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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정흐름도 분석

열병합발전소 공정은 석탄 공급공정과 석탄을 연

소시켜 증기를 생산하는 보일러공정, 대기오염물질제

거 공정, 모래 및 공기 등을 투입하는 기타공정, 공업

용수를 증기 생산용 순수로 제조하는 수처리 공정으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석탄 공급공정은 금속물질제

거, 일정 크기로의 석탄 파쇄, 저장 탱크, 이송설비로 

세분화시켰으며 대기방지시설로는 여과집진시설을 

선택하였다. 기타공정으로는 유동층보일러의 열전달 

매체로 쓰이는 모래를 이송하는 설비와 연소공기를 

공급하는 설비, 황 산화물을 제거하는 석회석 공급설

비와  고형연료(RPF)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설비와 

공급 설비로 구분하였다. 
바이오처리장의 폐수처리공정은 집수조, 중화 및 

응집 등의 화학처리조,  1차 가압부상조, 밀폐식 순산

소 폭기조의 생물학적 처리조, 침전조, 2차 화학 반응

조, 2차 가압부상조, 및 방류 시스템을 공정 분석에 적

용시켰으며 고형연료 제조, 매립, 소각 등의 공정을 거

치는 슬러지 처리 공정도 분석에 참여시켰다. 

2.3. 투입원료 분석 

열병합발전소는 석탄과 RPF를 이용한 유동층보일

러와 LNG를 이용한 보조보일러에 투입되는 원료를 분

석에 사용하였으며 석탄의 황 함유량을 0.45% 이내로 

제한하여 사용함으로서 연료 규제를 통하여 황산화물 

발생을 억제시켜 석회석의 사용량은 없다는 결과(Park, 
2010)도 적용시켰으며 열병합발전소에 투입되는 원료

는 Table 2와 같이 정리하여 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Table 2. Input materials for cogeneration plant (2010)

Materials used Usage(㎏/day) Use

Coal 220,860.00 Fuel for steam production
RPF 1,048.57 Fuel for steam production
Sand 4,080.00 Material for heat transfer

Lime stone 0 SOx removal
Kerosene 398.63 Boiler burner start

LNG 3,736.62 Fuel for steam production
Na3PO4 3.21 PH control and antiscales

Hydrazine 0.57 Deoxidizer for anticorrosion

Pure water 1,935,177.14 Raw material for steam 
production

또한 공업용수에서 부유물질 및 용존 불순물을 제

거하기 위한 수처리 공정에 필요한 화학약품의 투입

양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종류별 투입양을 Table 3
에 나타내었다.

Table 3. Input materials for the water treatment system of 
cogeneration plant (2010)

Materials used Usage(㎏/day) Use

Industrial water 3,122,305.71 Raw-material for pure 
water production

H2SO4 98.23 Ion exchange resin
NaOH 226.17 Ion exchange resin

NH4OH 0.96 PH control and 
anticorrosion

Microbial 
germicide 0.67 Microbial germicide

Anticorrosion 3.31 Anticorrosion
Scale inhibitor 0.54 R/O scale inhibitor

Germicide 0.25 R/O germicide

바이오처리장에서는 염색폐수의 특성상 알칼리 농

도가 높은 폐수가 유입되어 가성소다의 사용량은 없

으며 응집제는  황산 제2철과 anion계 고분자응집제

의 양과 색도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탈색제 및 슬러지 

탈수용 cation계 응집제의 사용량을 분석에 사용하였

으며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 Input materials for wastewater treatment (2010)

Materials used Usage(㎏/day) Use

H2SO4 1,088.20 PH control
NaOH 0 PH control

Fe2(SO4)3 6,870.49 Flocculation for wastewater 
treatment

Decoloring 
agent 10.71 Removal color for 

wastewater treatment

Anion polymer 54.54 Polymer coagulant for 
wastewater treatment

Cation polymer 44.76 Polymer coagulant for sludge 
dehydration

Antifoaming 
agent 8.00 Removal the foam

Anticorrosion 0.14 PSA anticorrosion
Scale inhibitor 0.27 PSA scale inhibitor
Industrial water 227,105.71 Machinery cooling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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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ir pollutants emissions(  Dust,  SOx,  NOx).

69.03124.56111.47

1,774.641,876.02 1,846.08

2,321.69
2,073.35 2,134.44

0.0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2008 2009 2010
Year

Ba
sic

 u
ni

t (
K

g/
on

e h
un

dr
ed

m
ill

io
n 

w
on

)

Fig. 4. Air pollutants basic unit(  Dust,  SOx,  NOx).

3. 결과 및 고찰

3.1. 대기 오염물질 원단위 분석

대기 오염물질의 발생원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연소

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원단위 분석을 위

해 먼지, SOx, NOx의 발생량을 사용하였다. 2008
년～2010년까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나타낸 

Fig.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기 오염물질은 

2010년 산업단지 입주업체 경기상승 등의 이유로 가

동율이 상승하여 2009년 대비 배출량이 소폭 증가하

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감소추

세에 있다. 원단위 분석을 나타낸 Fig. 4에서도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3.2. 수질 오염물질 원단위 분석

Fig. 5와 Fig. 6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COD, 
SS, 색도, N-H, T-N, T-P 등은 운영조건에 따라 배출

량 및 원단위에 근소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2009년에

는 유입폐수 중 고농도 SS가 증가하여 배출량 및 원단

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본 

사업장의 국책사업 연구 결과인 유동상 담체 공정과 

같은 처리공정을 도입하여 충격부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Park과 Chun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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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ater pollutants emissions(  COD,  SS,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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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Basic unit of water pollutant(  COD,  SS,  Others).

3.3. 폐기물 원단위 분석

Fig.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3년간의 폐기물 전

체 발생량의 감소와 함께 원단위 역시 감소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슬러지 건조공정 도입 및 공정 개

선및 재활용에 의한 효과로 판정되며 사업장에서 발

생되는 주요 폐기물인 석탄재, 오니, 폐합성수지, 폐흡

착제, 폐유 등은 재활용 및 부피 감량에 의해 전체 발

생양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석탄재는 

전량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어 사업장 전체 폐

기물 재활용률을 약 80.9%(2010년)까지 상승시키는

데 주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Park, 2010). 

3.4. 유해 및 일반화학물질 원단위 분석

Fig.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해물질 및 일반 

화학물질의 발생양 및 원단위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약 14
종의 화학물질은  열병합발전소에서의 사용량은 변화

가 없으나 바이오처리장에서의 유동상 생물막 담체공

정의 확대 적용 및 생물학적 처리의 활성화로 화학약

품 사용량이 감소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Park과 

Chun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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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Waste emissions and basic unit(  Emissions,  Basic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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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hemical substance emissions and basic unit(  Emissions,  Basic unit).

3.5. 에너지 및 용수의 원단위 분석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되어 자체 소비되는 전력량

을 에너지 총사용량으로 지정하고 에너지 및 용수 사

용을 Fig. 9에 나타내었으며 원단위 분석은 Fig. 10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보면 2008년과 비교한 2009년의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원

단위는 상승하고 있다. 이는 사용전력의 57% 를 자체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의 사용량이 많았기 때

문으로 생각되며 외부 유입 전기의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에너지 원가는 감소할 것으

로 예상이 가능하다. 또한 용수 사용도 같은 경향을 보

여주고 있으며 바이오처리장의 방류폐수를 이용하여 

자체 사용이 가능한 용수로 재활용하는 공정을 도입

한다면 외부 유입 용수양이 감소하면서 용수에 대한 

원가절감의 효과도 달성하리라고 예상 할 수 있다. 

3.6. 온실가스 원단위 분석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연소에 의한 직접

배출(SCOPE 1)과 전기사용과 같은 간접배출(SCOPE 
2)로 구분하였으며 배출량은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산

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은 IPCC 배출량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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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Basic unit of energy and water(  Energy,  Water).

정방식을 적용시켰으며 배출량 = ∑( EF × Activity ) 
= 탄소배출계수 × 연료사용량 × 발열량 × CO2 환산계

수에 의해 측정하였다. 연소공정의 배출계수는 IPCC 
배출계수(석탄 25.8 ㎏․C/GJ, 보일러 등유 19.6 ㎏․
C/GJ, LNG 15.3 ㎏․C/GJ)를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IPCC, 2006) RPF의 경우에는 배출계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탄소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자체 배출계수

(RPF 24.5 ㎏․C/GJ)를 산정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간접배출에 대한 배출계수(전력 424 g․CO2/㎾H, 용
수 332 g․CO2/㎥)는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

한 고시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MOE, 2009;  MOE, 
2011). Fig.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

출량은 사업장 주변지역 소각증기 이용, 스팀 배관의 

주기적 점검․보수의 시행으로 전체적으로 소량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에는 경기하락에 따른 

조업율 감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 현상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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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Greenhouse gases emissions and basic unit(  Emissions,  Basic unit).

있으나 오히려 원단위는 상승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 공정을 운전하는 데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

이 감소하더라도 이보다도 생산성이 더욱 많은 감소 

현상을 보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7. 생태효율 분석

기업(생산품)에 대한 생태효율성(EE) = 판매량(생
산품가치) / 환경영향 생태효율성 지수(Factor) = 생태

효율(new) / 생태효율(old) 와 같이 정의되는 생태효

율성 지수는 평가년도의 생태효율성을 비교년도의 생

태효율성으로 나눈 것으로 비교년도와 평가년도의 생

산양이 같다고 가정하여 1 이상이면 비교년도보다 평

가년도의 오염물질 발생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1 
이하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경

제여건인 2008년을 비교년도로, 2010년을 평가년도

로 설정하였다.(Lowe, 2001; ISO, 2006; Sanna 등, 
2005; Schaltegger과 Sturm, 1992)

3.7.1. 열병합발전소 생태효율성 분석(대기분야)

열병합발전소의 생태효율성을 분석한 Table 5와 

Table 6에서 보면 NOX는 2008년도 대비 2010년도는 

factor가 1이상으로서 생태효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SOX의 경우 비교적 생태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총량 기준으로는 factor가 1이
상으로서 생태효율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5. Steam production and air pollutants emissions 
(2008～2010)

Items 2008 2009 2010

Steam production 
(TON/year) 603,253 525,147 582,147

Air pollutants
emissions
(㎏/year)

Dust 23,744 24,291 14,840
SOx 399,612 346,073 396,870
NOx 494,543 404,324 458,862
Total 917,899 774,688 870,572

Table 6. Air eco-efficiency (2008～2010)

Items 2008 2009 2010 Factor(2010/2008)

Dust 25.4065 21.6190 39.2282 1.5440
SOx 1.5096 1.5174 1.4668 0.9717
NOx 1.2198 1.2988 1.2687 1.0401
Total 0.6572 0.6779 0.6687 1.0175

※Eco-efficiency = Steam production / Air pollutants emissions

3.7.2. 바이오처리장의 생태효율성 분석(수질분야)

바이오처리장의 생태효율을 분석해보면 COD, N-H, 
T-N, T-P의 경우 2008년도 대비 2010년도는 factor가 

1이상으로서 생태효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S
의 경우 비교적 생태효율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나, 전
반적인 총량 기준으로는 factor가 1이상으로서 생태효

율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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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Wastewater treatment and water pollutants emissions 
(2008～2010)

Items 2008 2009 2010

Wastewater treatment 
(㎥/year) 7,022,988 6,272,594 6,568,107

Water pollutant
emissions
(㎏/year)

COD 309,011 263,449 282,429

SS 175,575 188,178 170,771

N-H 2,809 1,882 1,970

T-N 45,646 43,281 42,036

T-P 2,107 1,882 1,970

Total 535,148 498,672 499,176

Table 8. Eco-efficiency of water (2008～2010)

Items 2008 2009 2010 Factor
(2010/2008)

COD 22.7273 23.8095 23.2558 1.0233

SS 39.9999 33.3333 38.4615 0.9615

N-H 2,500.1737 3,332.9405 3,334.0645 1.3335

T-N 153.8577 144.9272 156.2496 1.0155

T-P 3,333.1694 3,332.9405 3,334.0645 1.0003

Total 13.1234 12.5786 13.1579 1.0026

※ Eco-efficiency = Wastewater treatment / Water pollutants 
emissions

4. 결 론 

녹색기업의 사업활동 전 과정에 대한 환경성 평가

를 위하여 공정 흐름도 및 원단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의 환경성평가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반적으로 배출량 및 원단

위가 감소하였으나 가동율 변화와 고농도 폐수의 유

입에 의해서 원단위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 대기 오염물질은 2010년 산업단지 입주업체 경

기상승 등의 이유로 가동율이 상승하여 2009년 대비 

배출량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에 있다. 
3) 수질오염물질 원단위 분석결과, 바이오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으로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2009년

의 경우 입주업체의 유입폐수 중 SS량이 증가하여 배

출량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유동상 담체공정의 확대로 

충격부하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운영 조건

에 따라 일부 항목별 배출량의 근소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거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4) 페기물 배출현황 및 원단위 분석결과 염색폐수 

슬러지 고형연료 제조장치 및 석탄보일러 혼소 실증

기술개발 연구사업으로 슬러지 배출량이 2008년 대

비 2010년도에는 약 35% 대폭 감소되었음을 확인하

였고 석탄재의 전량 시멘트원료로 재활용으로 인해 

사업장 전체의 재활용이 2008년, 2009년, 2010년에 

각각 46.5%, 63.5%, 80.9% 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5) 에너지 및 용수의 원단위 분석결과, 2009년 경기

하락으로 전력 및 용수 사용량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사용전력의 57%를 자체발전을 통해 생산하여 사용하

였기 때문에 외부 전력 유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방류 폐수에 대해서는  공정용수로 재활용하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6) 온실가스 배출량은 IPCC의 배출계수(석탄 25.8

㎏․C/GJ, 보일러 등유 19.6 ㎏․C/GJ, LNG 15.3
㎏․C/GJ)와 자체 배출계수(RFP: 24.5 ㎏․C/GJ)를 

적용시킨 결과 2008, 2009, 2010 년에 각각 225,206, 
207,772, 219,731 TonCO2 로 계산되었으나 적용변수

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열 병합발전소 및 바이오 처리장에 대한 생태효

율성 분석에서는 1 이상의 factor로 계산되었기 때문

에 총량 기준으로 생태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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