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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system(이하 MBT system)에서 선별된 생활폐기물의 에너지회수 가능성을 평가하고

자 하였다. 투입 생활폐기물의 성상분석 결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였으며, 함수율은 다소 높은 값을 나

타내었다. 도시고형유기성폐기물에 대해 BMP(Biochemical Methane Potential) test를 실시한 결과 60 ~ 80 mL CH4/g-VS의 메탄

(CH4)가스가 발생하여 문헌 등에서 보고된 메탄발생량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비닐플라스틱류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수도권매립지에 설치된 MBT system에서 선별된 유기성폐기물을 각 성분별로 BMP Test를 실시한 결과 음식폐기물 및

종이류에서는 각각 193, 102 mL CH4/g-VS 수준의 메탄이 발생하였으나 비닐, 고무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선별이 어려운

others에서는 매우 낮은 30 mL CH4/g-VS 수준의 메탄이 발생하였다. 이로 미루어볼 때 유기성폐기물에서 비닐플라스틱, 고무류의

선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전처리, 메탄잠재발생량 측정방법, 생분해성유기물질, 선별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resource recovery for municipal solid waste(MSW) that sorted by a

MBT system. First, physical property of MSW was similar to wastes carried into Sudokown landfill site. However, moisture of

MSW was little higher than that. As a result of BMP test using organic fraction of MSW(OFMSWs), approximately 60 ~ 80

mL CH4/g-VS of methane was occurred. Compared to the other studies, the value of methane is lower. It seems to be caused

that high ratio of vinyl/plastic in OFMSWs. The other BMP test using sample of MBT system located in Sudokwon landfill was

conducted each physical properti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experiment, food waste makes 193 mL CH4/g-VS, and paper is

102 mL CH4/g-VS. However, there was not methane production in vinyl and rubber. Additionally, others that can’t sort no more

show 30 m CH4L/g-VS of methane production. From the result of experimental data OFMSWs has high fraction of vinyl, rubber

and other substance that difficult for biodegradation. Therefore it is need to sort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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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제수준이 성장함에 따라 인간의 소비활동이 증가하

고 더불어 생활폐기물의 발생량도 증가해왔다. 발생된

막대한 양의 생활폐기물은 매립, 소각을 통해 처리해 왔

으나 침출수에 의한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 NIMBY

(Not In My Backyard) 현상 및 토지부족으로 인한 매

립지 건설의 어려움 등의 문제와 자연자원의 고갈로 쓰

레기 처리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등 커다란 사회문

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에서

는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2000년 7월부터 거부하였으

며, 2005년 1월부터 시(市)단위 이상에서 매립지에 음

식물쓰레기의 반입 및 직매립이 금지되는 등 유기성폐

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되었다. 따라서 향후 폐

기물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

계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이기에 각국에서는 매립, 소각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정책

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

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방안중의 하나가 기계적생물학적

전처리 설비(Mechanical-Biological Treatment System,

MBT System) 이다. MBT는 기계적 처리(Mechanical

Treatment, MT)와 생물학적 처리(Biological Treatment,

BT)로 구성되어 매립지 혹은 소각시설로 투입되기 전

에 도시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가연성폐기물, 도시고

형 유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등을 선별하는 장치이

다. MT는 재활용 가능한 물질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

질로 선별하는 시스템으로서 파쇄, 비중선별, 풍력선별

등을 통해 가연물과 금속류 등으로 선별해 내도록 구성

되어 있다. 생활폐기물은 발열량이 높은 비닐류, 종이류

등을 선별해 냄으로써 재활용, 소각이 용이하게 되면

RDF(Refuse Derived Fuel)생산을 통해 자원의 재이용

측면에서도 유리하여 새로운 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대두

되었다. 또한 환경부에서 조사한 2009년 전국 생활폐기

물 조사에 따르면 종량제봉투를 기준으로 하루에 약

21,690 ton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가연물이 17,997.8 ton으로 전체의 약 83%가 가

연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 중에서 고형연료 등으로 재

활용이 가능한 가연물이 11,197.9 ton으로 전체 생활폐

기물의 51.63%에 달해 가연물의 선별은 곧 매립량의

감소로 이어지며 나아가 전 지구적 관점에서 에너지 절

약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1,2). BT는 유기물을 미생

물에 의해 무기화하는 시스템으로 혐기소화 혹은 비료

화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유럽을 위시한 MBT 선진

국가에서는 대부분 호기성 안정화를 통해 무기화한 후

매립처리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3),4). 국내에서도 주로

호기성 퇴비화 혹은 사료화 위주로 처리하고자 하는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5,6). 그러나 퇴비화는 최종산물의 부

가가치가 높지 않아 사용처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

며, 대량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체류

시간이 길어 부지의 제약이 따르고 있다. 사료화는 퇴

비화에 비해 부가가치는 높으나 MBT에 의해 선별된

생활폐기물에 비닐 등의 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는 점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한편, 혐기처리는 혐기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CH4)이 60%내외의 고농도로 연료화 혹은 발전 등에

활용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기물의 안정화도가 높아 소

화 후 폐기물처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혐

기처리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 현장 적용

된 사례가 없다. 특히, 작은 비닐이나 플라스틱류와 같

은 이물질이 다량 섞인 도시고형유기성폐기물에 대한

적용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며, 혐기소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 폐기

물 중 가연성폐기물과 도시고형유기성폐기물(Organic

fraction of municipal solid wastes, OFMSWs)에 대

한 RDF 및 혐기소화 방식을 통해 자원화 가능성을 평

가하고자 하였다.

2. 시료 및 실험방법

2.1. 시료의 선정 및 채취방법

생활폐기물의 대표성을 위하여 H시의 협조를 받아 당

일 오전에 수건된 약 10 ton의 생활폐기물을 대상시료

로 하였다. 수거된 시료는 Fig. 1과 같이 구성된 MBT

시스템에 투입하여 파봉 후 가연성폐기물, 도시고형유

기성폐기물 그리고 불연성폐기물로 구분하였다. 

압롤차량으로 수거된 상태로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의

원형 보존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5회로 나누어 MBT

시스템으로 투입하였다. 투입된 생활폐기물의 물리적 성

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있는 상태

의 생활폐기물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10성상을

5회 분석하였다.

선별된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은 RDF로의 활

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도시고형유기성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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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대해서는 에너지회수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BMP

test를 실시하였다. 한편, 도시고형유기성폐기물의 성상

별 메탄발생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S 매립지 가연성폐기

물 자원화 설비(이하 S 매립지 MBT)에서 채취한 도시

고형유기성폐기물에 대해서도 성상별로 BMP test를 실

시하였다.

2.2.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시료를 가연분 6종(음식물류, 종이류, 비닐/플라스틱

류, 목초류, 섬유류, 고무/피혁류), 불연분 3종(금속류,

유리/자기류, 토사류)으로 수선별(Hand sorting)한 후 수

분이 발산되지 않도록 즉시 습윤기준 중량을 측정하였

다. 총 무게에 대한 각 성분의 중량비(측정된 중량/전체

폐기물의 총 중량)를 바탕으로 각 조성별 함량으로 산

정하였다.

원소분석은 C, H, N, S에 대하여 원소분석기(Vario

EL, Elementa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삼성분은 시료

를 90oC에서 약 24시간 건조시켜 수분량을 측정하였으

며, 건조된 시료를 약 550oC 회화로에서 회화시켜 가연

분 및 회분량을 측정하였다. 발열량은 발열량계(IKA,

C2000basi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3. 도시고형유기성폐기물의 생분해도 실험

선별된 도시고형유기성폐기물의 생분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BMP 실험은 반응조 내부에 미생물의 생장에 필

요한 유기물, 영양물질과 함께 혐기성 미생물을 주입한

후 pH, 온도 등의 조건을 최적상태로 유지하여 가스발

생량과 조성을 평가하는 실험이다. BMP 실험에 사용된

영양배지는 다음 Table 1의 조성으로 제조하여 사용하

였다. 이 때 인산염 완충용액 및 무기영양물질은 10배,

미량원소는 1000배 농축된 상태이며 이를 희석하여 사

용하였다.

BMP 실험방법은 250 mL serum bottle에 영양배지

140 mL를 넣고 가압멸균기에 10분간 멸균함과 동시에

배지에 용존되어 있는 산소를 배출시켰다. 식종 슬러지

는 A시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혐기소화슬러지를 200

번 체(체눈금 0.075 mm)로 걸러낸 후 사용하였다. 상온

으로 냉각시킨 배지에 식종슬러지를 영양배지 부피의

10%인 14 mL를 주입하였다. 도시고형유기성폐기물 시

료는 삼성분 분석을 실시한 후 2 g-VS/L의 농도로 주입하

였으며, 0.1 N NaOH 와 0.1 N HCl을 이용하여 혐기성

미생물의 생장 최적조건인 pH 7.0으로 조절하였다.

유기물의 혐기분해 시 초기 유기산 축적에 의한 pH

저하를 억제하기 위하여 중탄산나트륨(NaHCO3)를

1.2 g/L 첨가한 후 밀봉하였다. 밀봉 후 질소가스로 충

분히 퍼징(Purging)하여 혐기상태가 되도록 하였고, 밀

Fig. 1. Schematic diagram of MBT system in this study.

Table 1. Composition of mineral salts medium for BMP test

Compound Concentration(g/L)

Phosphate

buffer

KH2PO4 0.27

K2HPO4 0.35

Mineral salts

NH4Cl 0.53

CaCl22H2O 0.075

MgCl26H2O 0.1

FeCl24H2O 0.02

Trace metals

MnCl24H2O 0.0005

H3BO3 0.00005

ZnCl2 0.00005

CuCl2 0.00003

NaMoO42H2O 0.00001

CoCl26H2O 0.0005

NiCl26H2O 0.00005

Na2SeO3 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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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된 serum bottle은 35oC(중온소화)의 BOD incubator

에서 혐기분해가 일어나도록 하였다. serum bottle 내부

온도가 35oC가 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그 시간을 실험

개시 시간으로 하였고, 그 이전에 발생된 가스는 주사

기를 이용하여 배출시켰다. 또한 식종 슬러지 자체가 분

해 될 때 발생되는 메탄량을 보정하기 위하여 식종 슬

러지와 영양배지만을 넣어준 공시체를 시험시료와 동일

한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혐기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발생량은 측정하

기 전에 serum bottle을 흔들어 주어 액체에 녹아있는

가스가 모두 상부공간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실

리콘 마개에 3-way stopcock를 부착한 Glass syringe

를 꽂아 가스량을 측정한 후, GC용 syringe를 이용하

여 0.5 ml를 채취하고 TCD(Thermal Conductivity Detec-

tor)가 장착된 GC를 이용하여 CH4, CO2, O2, N2의 농

도를 분석하였다.

Table 2.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 of variable MSWs

Composition

Wet Weight (%)

H city
H city

(sorted)
SLC1) G city2) C city3)

Waste

Component

Combustible

Food 7.43 1.24 6.45 14.50 36.12

Paper 34.62 20.32 42.54 36.70 35.52

Wood 2.85 0.92 0.73 1.40 1.14

Rubber/Leather 3.71 2.37 1.46 2.40 0.92

Vinyl/Plastic 24.95 45.66 23.86 29.00 16.07

Textile 7.38 15.82 5.00 5.30 4.92

Others 13.43 12.45 14.84 0.00 0.06

Sub-total 94.38 98.78 94.88 89.30 94.75

Non-

Combustible

Metal 0.96 1.22 1.70 1.90 2.30

Glass 3.43 0.00 2.72 4.80 2.06

Soil 0.00 0.00 0.00 0.00 0.00

Others 1.23 0.00 0.70 3.90 0.89

Sub-total 5.62 1.22 5.12 10.60 5.25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100.0

Proximate

analysis

(%)

Moisture 30.99 - - 31.6 -

Combustible 59.16 - - 59.5 -

Ash 9.86 - - 8.9 -

Total 100.00 - - 100.00 -

Element

analysis

(%)

Ash 13.72 - - 8.9 -

C 45.73 - - 50.85 -

H 4.92 - - 6.56 -

O 33.59 - - 29.86 -

N 0.42 - - 0.79 -

S 0.88 - - 0.12 -

Cl 0.73 - - 0.08 -

Heating

Value

(kcal/kg)

High Heating Value(dry) 5,291 - - - 5,080

High Heating Value(wet) 4,239 - - - -

Low Heating Value(wet) 3,850 - - 2,632 2,550

1) “Size distribution and physical charateristic of MSWs in Sudokwon landfill”, Journal of Korea Society of Waste Management, 2010 

2) “Study on applicability of RDF in municipal waste landfill site”, Journal of the Environmental Sciences, 2009

3) “The generation characteristic of MSW according to the type of region and residence in Changwon”, Journal of Korea Society of

Waste Management, 2012



24 李丙先·韓相國·李南勳·姜丁熙·魏 準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2, No. 5, 2013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 생활폐기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Table 2는 본 연구 및 다른 문헌에서 조사된 생활폐

기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생활폐기물

의 물리적 성상은 평균데이터를 기준으로 종이류가

34.62%로 가장 높은 백분율을 나타내었으며, 비닐/플라

스틱류가 24.95%로 나타나 두 종류의 생활폐기물이 전

체 생활폐기물의 59.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불연물의 대부분은 유리류로 3.43%로 나타났으

며 금속류도 0.96% 포함되어 있었다. 수분은 30.99%,

가연분은 59.16%, 회분은 9.86%로 나타났으며, 저위발

열량은 3,850 kcal/kg으로 나타났다. 수분 함량이 3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생활폐기물 회수 당시

여름철로 전날 강수가 있었으며, 음식폐기물에 의해서

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여 볼 때 수도권매립지

(SLC)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성상과 유사하며, 채취

된 도시에 따라 성상의 차이가 다소 발생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원소분석에서는 Ash 및 염소의 함량이 G

city에서 채취된 생활폐기물에 비해 함량이 높았다. 저위

발열량은 3,850 kcal/kg으로 G city의 2,632 kcal/kg, C

city의 2,550 kcal/kg 보다 1,000 ~ 1,200 kcal/kg 가량

높게 나타났다. C city에서 채취된 생활폐기물은 음식

물류의 비율이 매우 높아 수분의 함량이 높았기 때문으

로 추측되며, G city에서 채취된 생활폐기물은 불연물

의 함량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7,9)

3.2. 가연성폐기물의 고형연료 활용성

Table 3은 선별 후 가연성폐기물에 대해서 RDF 기

준치에 대한 측정값을 나타낸 것이다. 기준치와 비교해

볼 때 RDF 기준치를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다만 함수율의 경우 33.7%로 기준치인 25.0%를

초과하여 추가 건조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연성

폐기물의 황 및 염소의 함량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선별

을 통하여 도시고형유기성폐기물인 음식물류와 종이류

의 비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타 연구결과

의 고형연료(RDF) 품질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이10) 등

은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제품이 발열량 및 회분 함량

등은 국내 고형연료 품질기준을 만족하였으나, 염소의

함량이 다소 높게 나타나 음식물류 및 PVC의 선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11) 등은 저위발열량이

4,4724,901 kcal/kg 정도로 우수한 발열량 값을 나타내

었고, 함수율도 2.54.3%로 낮은 값을 나타내어 고형연

료의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이옥신(Dioxine)은 연소과정에서 산소와 결합해 생

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염소는 다이옥신 생성의 전구물

질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쓰레기 소각

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종

이, PVC(Polyvinyl chloride) 등에서 염소 함유량이 많

아 이들의 연소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12),13). 특히, 소각로의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은 상

태에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다이옥신의 발생량이

증가할 수 있다14). 이에 국내에서는 RDF에서의 염소

함량을 2.0%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Table 3. Characteristic of Combustible wastes

Composition Item
Standard

Value
Combustible wastes RDF1) RDF2)

Proximate

analysis

(%)

Moisture 25.00 33.74 2.26 3.20

Combustible - 60.36 83.39 79.40

Ash 20.00 5.90 14.35 17.40

Total - 100.00 100.00 100.00

Element analysis

(%)

S 0.60 0.37 0.732 0.14

Cl 2.00 0.33 0.045 0.90

Heating Value

(kcal/kg)

Low Heating 

Value(wet)
3,500 4,055 - 4,901

1) “Comparative study of RDF combustion characteristic produced by different RDF production processes using MSW”, Journal of

Korea Society of Waste Management, 2012.

2) “A study on energy effect and economic benefit in the wonju MSW RDF manufacturing plant”, Journal of Korea Society of Waste

Managemen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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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로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도시고형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 활용성

Fig. 2는 도시고형유기성폐기물에 대한 BMP test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험결과 약 6080 mL CH4/g-VS

의 메탄(CH4)가스가 발생하였다.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의

메탄 발생량으로, 김 등15)은 BMP test 결과 음식물에서

424.99 mL CH4/g-VS, 목초류에서 109.3 mL CH4/g-VS,

글루코스(Glucose)에서 233.32 mL CH4/g-VS 수준의

메탄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Davidsson et al16)은

MBT 시스템에서 선별된 도시고형유기성폐기물에 대해

BMP test를 실행한 결과 시료 종류에 따라 298 ~ 573 mL

수준의 메탄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선별된 도시고형유기성폐기물은

주로 음식물이나 종이류를 선별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부스러기 상태의 비닐, 고무 등이 다

량 섞여 있었다. 이는 박 등17)의 연구에서도 30 mm

이하의 생활폐기물 입도분포에 비닐, 고무, 섬유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비닐, 고무의 경

우 가연분 함량은 높지만 생분해도가 매우 낮아 메탄

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도시고형

유기성폐기물의 메탄발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

들 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선별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21).

Fig. 3은 S 매립지 MBT시설에서 채취한 도시고형유기

성폐기물을 수선별 후 각 항목별 누적메탄수율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결과 비닐/플라스틱류 및 고무류에서는 메탄

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생분해성 유기물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식물에서는 193 mL CH4/g-VS, 선

별하지 않은 상태의 도시고형유기성폐기물에서는 100 mL

CH4/g-VS 정도의 메탄이 발생하였다. 음식물에서 문헌

에서 나타낸 것 보다 낮은 메탄수율이 발생한 것은 음

식물의 성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고형유

기성폐기물중 음식물에는 주로 견과류 같이 음식물 중

에서 비교적 분해가 어렵거나, 리그닌과 같은 성분이 다

량 존재하는 채소가 다량 존재하여 그에 따라 메탄 발

생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식물체 속에는 ligno-

cellulose complex 세포를 구성하고 있어 메탄발효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8).

두 곳에서 (H시, S 매립지)에서 채취한 도시고형유기

성폐기물에 대해 BMP test를 실시한 결과 도시고형유

기성폐기물에는 비교적 많은 양의 비닐, 고무, 목초 등

의 생분해도가 낮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메탄발생량

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타 가연성 (others)

시료는 수선별이 어려운 가루 상태의 낙엽, 채소찌꺼기

등이 포함되어 있어 도시고형유기성폐기물에서 음식물,

종이류 등 메탄발생량이 높은 시료가 주로 분리된 상태

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타 가연성 시료는 도시고

형유기성폐기물보다 생분해도가 비교적 낮은 성분의 비

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타 가연성 폐기물의

메탄 발생량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매우 낮은 값을 나타

내어 예측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도시고형유기

성폐기물을 혐기소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시료에

대한 추가적인 선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음식물 및 수선별을 하지 않은 도시고형유기성

폐기물의 누적메탄발생 그래프에서 중간의 정체기가 확

인되었는데 이는 시료 내 유기물 중 생분해도의 차이에

Fig. 2. Cumulative methane yields of OFMSWs in H city.
Fig. 3. Cumulative methane yields of each OFMSWs in S

Land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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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isi et al.19)과 신20)

등에 의하면 많은 상황에서 메탄생성 과정에 pseudo-

plateau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diauxic

growth로 설명하고 있다. 김 등15)도 음식물, 종이 등의

생활폐기물과 글루코스(Glucose)에 대해 BMP test를

실시한 결과 diauxic growth의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보

고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음식물 및 도시고형유기성폐

기물에서 그러한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도시고형유기성

폐기물에는 다양한 성분의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어 그

러한 형태가 더 확연히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Fig. 4는 BMP 실험결과 값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정리한 것이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도시고형유기성폐기

물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시고

형유기성폐기물 내에 메탄수율이 낮은 비닐, 고무 등의

혼합비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도시고형유기성폐기물의 메탄발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메탄수율이 낮은 비닐, 고무 및 기타 가연성

폐기물에 대한 추가적인 선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회수 가

능성을 평가하고자 가연성폐기물에 대해서는 RDF로서

의 활용성, 도시고형유기성폐기물에 대해서는 혐기소화

후 발생하는 메탄가스에 대한 에너지회수 가능성을 평

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H시에서 회수한 생활폐기물은 종이류가 34.62%, 비

닐/플라스틱류가 24.95%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성상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분은 30.99%로 다소 높은 수분함량을 보

였는데, 이는 여름철 강수 및 음식폐기물의 함량에 영

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선별된 가연성폐기물은 함수율을 제외한 발열량 및

염소, 황 등 항목이 RDF 규정을 만족하고 있어 활용

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함수율을 RDF 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건조시설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도시고형유기성폐기물에 대해 BMP test를 실시한 결

과 6080 mL CH4/g-VS의 메탄(CH4)가스가 발생하여

문헌 등에서 보고된 메탄발생량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

내었다, 이는 도시고형유기성폐기물 중 비닐, 고무 등

생분해도가 낮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S 매립지 MBT에서 채취한 도시고형유기성폐기물에

대해 각 성분별로 실험한 결과 음식물 및 종이류에서는

각각 193, 102 mL CH4/g-VS의 메탄이 발생하였다. 그

러나 비닐과 고무류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선별

이 어려운 기타물질에서는 매우 낮은 30 mL CH4/g-VS

의 메탄이 발생하여 이들이 도시고형유기성폐기물 내에

함유되어 있어 메탄수율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

서 이들의 추가적인 선별이 이루어져야 혐기소화시 충

분한 메탄수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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