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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폐기물에너지는 버리는 물건이나 쓰레기 등을 재활용

하여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 연료로 만들거나 소각하여 

얻는 에너지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활용을 위한 

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계에

서 배출된 폐기물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폐자

원 에너지화사업’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Chang, 2013).
2019년 12월 말 기준 국내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은 

총 263개(시설 수 기준)이며 공공시설이 27개, 민간운영

시설이 236개이며, 사용시설은 총 157개소로 공공 사용

시설 7개, 민간 사용시설이 150개 업소가 운영 중이다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20). SRF 총사용

량은 2019년 기준 4,309,314 ton/year이며 이중 발전시

설에서 254만 ton/year(59%), 산업용 보일러에서 175만 

ton/year(40%)으로 대부분 에너지 발전용으로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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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biomass content of fluff type SRF(Solid refuse fuel) operated in B city according to the 

physical compos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hysical composition of SRF, it was investigated that papers 25.2%, fiber 
15.1%, vinyl‧plastics 42.6%, woods 9.4%, rubbers 1.5%, diapers 3.2% and incombustibles 3.0%. The average of ash and 
combustible content of SRF was 10.5% and 89.5%, an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paper and wood, the lower proportion of 
ash. In addition, the biomass of SRF is 24.9%~58.0%, with an average of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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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20).
B시에서 종량제 폐기물을 매립·소각 및 SRF (Solid 

Refuse Fuel) 연료화 발전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종
량제 폐기물의 바이오매스 함량 및 처리방법에 따라 온

실가스 배출량 또한 증가할 수 있다. 종량제 폐기물에서 

바이오매스 함량이 높다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소

각 및 SRF 연료화 발전시설로 처리해야 하며, 반대로 바

이오매스 함량이 적다면 매립으로 최종 처분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종량제 폐기물 및 SRF를 대상으로 한 자원

화(Kim, 2016; Yang et al., 2018) 및 에너지화(Jeong 
et at., 2017; Choi, 2018; Min et al., 2019)에 대한 연구

는 다소 진행되어 있으나 종량제 폐기물 및 SRF의 바이

오매스 함량에 따른 처리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시에 있는 SRF 연료화 발전

시설로 반입되는 생활계 종량제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바이오매스 함량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따른 Fluff type
의 SRF 내 바이오매스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다.

2. 재료 및 방법

2.1. 현장조사

2.1.1. 대상시설 및 실험재료

본 연구는 B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비(非) 성형 SRF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월 

단위로 6개의 시료를 4개월간(2018년 6월~9월) 샘플링

하였으며, 시료는 수선별을 통해 물리적 조성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하였다. 물리적 조성은 10성상(음식물류, 종이

류, 섬유류, 비닐·플라스틱류, 목재류, 고무·가죽류, 유
리·도자기류, 금속류, 기저귀류, 기타)으로 분류하였다. 
실험에 사용하는 시료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조사

된 SRF의 물리적 조성비율에 맞추어 시료를 조합하였으

며, 바이오매스 함량을 측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가연물

(음식물류, 종이류, 섬유류, 비닐·플라스틱류, 목재류, 고
무·가죽류, 기저귀류)은 각 시료별로 종류를 세분화하여 

바이오매스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세분화된 시료의 분류

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2.1.2. 시료채취

SRF 시료의 물리적 조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SRF 저장고에서 크레인으로 각반한 후 고형연료제품 품

질 시험·분석방법에 따라 추출하고,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명시된 원추 4분법을 적

용하여 균일하게 조정한 후 원추선별법을 통해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의 조정은 Fig. 1과 같이 시료를 

원추형으로 적재하고 원추의 꼭지를 수직으로 눌러 평평

하게 만든 후 4등분 하여 마주 보는 두 부분을 취하고 나

머지는 버린다. 앞의 조작을 적당한 크기가 될 때까지 반

복하여 시료의 양을 줄인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4). 최종적으로 추출한 시료를 채취하여 수선별을 통

해 물리적 조성을 10성상으로 분류하였으며 바이오매스 

함량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2.2. 분석방법

2.2.1. 물리적 조성

현장조사를 통해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수선별을 통

해 물리적 조성을 음식물류, 종이류, 섬유류, 비닐·플
라스틱류, 목재류, 고무·가죽류, 유리·도자기류, 금속류, 

Item Type

Food -

Paper Newspaper, A4, Tissue, Paper box, 

Fiber Cotton, Wet wipe, Synthetic fiber

Vinyl‧Plastic PP(Polypropylene), PS(Polystyrene),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LDPE(Low density polyethylene), Others

Wood Woods, Midium density fiberboard(MDF), Particle board

Rubber‧Leather Natural rubber, Synthetic rubber

Diaper -

Table 1. Items by composition of S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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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류, 기타의 10성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무게를 g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성상별 구성비를 아래의 식과 같

이 중량 분율(%)로 나타내었다.

물질성상 

구성물질의무게
× 

여기서, 
 = 시험에 사용된 건조된 전체시료의 무게(g)

또한, 바이오매스 함량의 분석을 위해 물리적 조성별

로 구분한 가연성 시료를 1 mm ~ 5 mm 정도의 크기로 

파쇄하였다. 음식물의 경우 함유된 수분으로 인해 파쇄

가 곤란하여 사전건조한 후 파쇄를 진행하였다.

2.2.2. 분석항목

① 삼성분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서 제시하고 있

는 수분‧회분‧가연분을 실험하였으며, 수분, 회분, 가연분

은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수분함량   

     
× 

여기서,
 = 건조된 빈 트레이 또는 증발접시의 무게(g)
 = 트레이 또는 증발접시와 시료의 무게(g)
 = 트레이 또는 증발접시와 건조 후 시료의 무게(g) 

회분함량     

  
× 

여기서,
 = 도가니 또는 접시의 무게(g)
 = 연소 전의 도가니 또는 접시와 시료의 무게(g)
 = 연소 후의 도가니 또는 접시와 시료의 무게(g)

가연분 함량

     수분함량 회분함량

② 용해선별법(바이오매스 분석)
Fig. 2와 같이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에 명

시된 바이오매스 함량 용해선별법(SDM : Selective 
Dissolution Method)을 적용하여 SRF 시료의 바이오매

스 함량을 분석하였다. 황산(H2SO4)과 과산화수소

(H2O2)에 의해 SRF에 함유된 바이오매스가 선택적으로 

용해되고 바이오매스가 아닌 물질은 잔류물로 남는 특성

을 이용하여, 비표면적이 커지도록 분쇄한 SRF 시료에 

80% 황산과 35% 과산화수소를 반응시킨 후 잔여물을 

감압여과하고 건조하여 반응 전·후의 무게 차이를 

0.0001 g까지 기록하였다. 측정된 값을 중량분율로 나타

내어 바이오매스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비표면적을 늘리기 위해 1 mm 

~ 5 mm의 크기로 파쇄하고 SRF의 물리적 조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알아낸 비율에 맞추어 시료를 조합하였으며, 

Fig. 1. Four division method by con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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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시료는 현장조사를 통

해 확인된 금속류, 기타 등의 불연물들의 양을 합한 결과

를 사용하였다. 
바이오매스의 함량은 실험을 통해 얻은 값들과 아래

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여기서, 
 = 바이오매스 함량(%)
 = 선택적 용해법 시험 시 사용되는 SRF 양(g)
 = SRF 시료의 회분함량(%)
 = 시료가 용해된 후 잔여물의 건조 무게(g)
   = 용해 잔여물의 재 무게(g)

  
비바이오매스의 함량은 바이오매스의 함량으로부터 

아래의 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 비바이오매스 함량(%)
 = 바이오매스 함량(%)
 = SRF 시료의 회분함량(%)

SRF samples

↓

Dissolve the sample in 80% H2SO4(16 ± 2 hour)

↓

React with 35% H2O2(5 ± 1 hour)

↓

Dry and weigh the residue

↓

Determine ash content

↓

Calculate the biomass content in percent (%)

Fig. 2. Procedure for SDM measurement of biomass content.

바이오매스 함량 시험기준에서는 바이오매스가 황산

과 과산화수소에 의해 선택적으로 용해된다는 특성에 따

르지 않는 일부 물질들이 실험결과에 오류를 내는 것으

로 보고되어있으며, 이러한 오류유발물질이 5% 이상 포

함된 시료는 용해선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EU, 2011). Table 2에 이러한 오류유발물질들을 

나타내었다.
Park et al.(2012)은 EU의 바이오매스 함량 시험기준

을 이용하여 오류유발물질에 대해 실증시험을 한 결과 

오류유발물질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험방법을 적용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Item Erroneous material

1 Solid coal fuel(ex: Hard coal, Coking coal, Brown coal)

2 Nylon, Polyurethane, Other polymer

3 Chacoal

4 Lipid

5 Viscose

6 Non-biodegradable plastic

7 Silicone rubber

8 Wool

9 Natural rubber and synthetic rubber

Table 2. Erroneous material of selective dissolution method 
(EU, 2011)

3. 결과 및 고찰

3.1. 제조된 SRF의 물리적 성상

B시의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SRF에 대하여 4개월간 물리적 조성을 조사해본 결과 

Table 3과 같이 평균적으로 종이류 25.2%, 섬유류 

15.1%, 비닐·플라스틱류 42.6%, 목재류 9.4%, 고무·가
죽류 1.5%, 기저귀류 3.2%, 유리·도자기류 0.9%, 금속

류 1.1%, 기타 1.0%의 물리적 조성을 나타내었으며, 일
반적으로 함수율이 높고 발열량이 낮아 SRF의 품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음식물류의 경우 폐기물에 혼입

되어 반입된 이후 연료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대부분 제

거되어 SRF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체적인 성상조사 결과는 Park(2020)의 연구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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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시설로 반입된 종량제 폐기물의 평균 물리적 조성

비 중 비닐·플라스틱류 38.0%~40.3%, 종이류 20.5%~ 
21.3%, 섬유류 5.9%~7.4% 등과 유사하거나 적은 비율

을 나타내었다. 또한, Choi(2018)의 연구와 같이 SRF 
연료화 시설로 반입되는 종량제 폐기물 중 비닐·플라스

틱류 함량은 21.98%~23.57%, 종이류 17.42%~21.57%, 
섬유류 2.57%~7.45%로 Park(2020)의 연구결과에 비

해 전체적인 가연성 함량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폐

기물은 물리적 조성이 불균질한 특성이 있으며 현장조사 

시 폐기물 배출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다소의 오

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종량제 폐기

물이 반입되어 연료화 시설을 거쳐 기타(불연물) 및 음식

물류 등을 전처리과정에서 제거하기 때문에 SRF 중 비

닐·플라스틱류, 섬유류 등 전체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

로 판단된다.
종이류의 경우 14.2%~34.8%의 전체적으로 높은 

Component
Sampling

Food Paper Fiber
Vinyl‧
Plastic

Wood Rubber‧
Leather Diaper Glass·

Pottery Metal Other

6
month

SRF 1 0.0 29.1 10.4 52.2 4.0 0.9 3.1 0.3 0.0 0.0

SRF 2 0.0 26.6 12.1 50.2 3.8 1.1 6.0 0.2 0.0 0.0

SRF 3 0.0 26.5 11.4 55.7 4.4 0.7 1.0 0.3 0.0 0.0

SRF 4 0.0 27.0 10.9 50.5 5.8 1.7 3.6 0.5 0.0 0.0

SRF 5 0.0 34.8 8.3 51.8 2.3 0.3 2.3 0.2 0.0 0.0

SRF 6 0.0 30.0 10.0 45.0 7.0 1.6 6.0 0.4 0.0 0.0

Average 0.0 29.0 10.5 50.8 4.6 1.1 3.7 0.3 0.0 0.0

7
month

SRF 7 0.0 31.7 21.3 34.4 4.0 1.5 3.2 0.6 0.3 3.0

SRF 8 0.0 29.0 16.8 42.4 2.3 1.4 3.3 0.5 3.1 1.2

SRF 9 0.0 33.1 15.6 42.6 3.0 0.5 1.1 1.3 1.1 1.7

SRF 10 0.0 28.0 15.8 46.3 2.2 1.8 2.6 0.0 2.3 1.0

SRF 11 0.0 30.4 17.6 41.1 2.9 1.4 2.6 0.6 1.6 1.8

SRF 12 0.0 23.0 16.4 50 3.0 1.5 2.0 0.2 1.9 2.0

Average 0.0 29.2 17.3 42.7 2.9 1.4 2.5 0.5 1.7 1.8

8
month

SRF 13 0.0 28.6 16.7 40.9 1.8 1.5 5.0 0.3 4.3 0.9

SRF 14 0.0 22.4 15.1 51.9 1.9 2.0 5.1 1.0 0.2 0.4

SRF 15 0.0 20.5 22.6 38.7 3.9 8.4 4.4 0.3 0.6 0.6

SRF 16 0.0 25.5 19.2 43.0 1.1 2.3 3.5 2.2 2.1 1.1

SRF 17 0.0 14.2 18.5 53.7 3.8 1.3 5.7 0.3 1.6 0.9

SRF 18 0.2 23.6 24.7 36.4 2.2 0.4 0.6 7.4 2.1 2.4

Average 0.0 22.5 19.4 44.0 2.5 2.7 4.1 1.9 1.8 1.1

9
month

SRF 19 0.0 18.7 16.0 27.6 30.7 2.1 0.7 0.8 2.3 1.1

SRF 20 0.0 18.0 15.0 31.0 32.5 1.1 0.4 0.9 0.3 0.8

SRF 21 0.0 27.2 13.9 30.8 25.2 0.3 0.2 1.4 0.3 0.7

SRF 22 0.0 18.3 9.9 35.0 27.1 0.9 6.7 0.4 0.6 1.1

SRF 23 0.0 22.0 10.8 29.1 27.9 0.2 6.8 0.5 0.9 1.8

SRF 24 0.0 16.6 12.4 43.2 23.1 0.1 0.5 1.5 1.5 1.1

Average 0.0 20.1 13.0 32.7 27.8 0.8 2.6 0.9 1.0 1.1

Total average 0.0 25.2 15.1 42.6 9.4 1.5 3.2 0.9 1.1 1.0

Table 3. Results of SRF physical component                                                                                                                   (Un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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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종이컵, 휴지, 비닐코팅 된 1회용

품 등의 소모품들이 주로 확인되었다. 섬유류의 경우 

8.3%~24.7%의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물티슈가 높은 빈

도로 확인되어 SRF의 함수율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비닐·플라스틱류의 경우 27.6%~5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실가스 배출량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재류의 경우 1.1%~32.5%로 가장 큰 편차를 나타

내었으며, 이는 폐목재가 대량 반입된 시기와 맞물려 나

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폐기물은 물리적 조성이 불균질

한 특성이 있으며 현장분석 당시의 폐기물 배출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시료의 선정 및 물리적 조성

의 조사 과정에서 육안을 통한 반입폐기물의 구별과 조

사자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불연물 중 중금속 오염의 원인이 되는 금속류는 

0.0%~4.3%, 유리·도자기류가 0.0%~7.4% 비율로 발생

하였으며, 기타가 0.0%~3.0% 발생하였다.

3.2. 물리적 조성별 원단위 품목의 바이오매스 함량

물리적 조성별 원단위 품목의 바이오매스 함량은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종이류와 목재류가 평균 

90% 이상의 높은 바이오매스 함량을 나타낸 것으로 나

타났다. 비닐·플라스틱류의 경우 화석원료 유래의 비 바

이오매스 물질이지만 바이오매스 함량이 미량이나마 측

정된 것은 폐기물 및 SRF의 특성상 취급과정에서 유기

물 등에 의한 오염이나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같은 오류

Item
Biomass(%)

Material Mix

Papers

Newspaper 99.1

90.7
(95.4)

Tissue 99.9

Corrugated paper 96.4

Box 98.5

Uncoated paper 98.6

Coated paper 98.3

Thin paper 76.9

Fibers

Cotton 98.8

48.8Wet wipe 30.8

Synthetic Fiber 21.5

Plastics

PP 2.5

2.3
PS 0.7

PE 1.1

other 0.3

Woods

Wood 99.3

98.8Particle board 99.4

MDF 99.3

Rubbers

Natural rubber 61.3
53.0

Synthetic rubber 6.0

Pure-leather 81.2
58.9

Synthetic leather 40.4

Foods - 93.4 -

Diapers - 24.5 -

Table 4. Biomass content by physical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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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물질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종이류의 경우 박엽지에서 바이오매스 함량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용해 과정의 잔재물에서 비닐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코팅처리에 사용된 비닐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섬유류의 경우에는 순면이 높은 바

이오매스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물티슈, 면장갑 및 합성

섬유는 비 바이오매스 물질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음식물의 경우에는 용해 후 지질이 엉겨 붙어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오류유발물질로 판단된다. 고무류의 

경우 또한 오류유발물질로서 각 품목을 개별로 용해 시

켰을 때의 결과 평균과 각 품목을 동일한 중량비로 혼합

하여 용해 시켰을 때의 결과가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상이하였다. 고무류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같은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 시켰을 때 바이오매스의 함량이 

각 개별 항목들의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오류유발물질 없거나 소

량이라면 물리적 조성이 혼합되어 있더라도 바이오매스 

함량을 구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3.3. 삼성분 및 바이오매스 함량

Table 5과 같이 4개월간 B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SRF를 분석한 결과 가연분의 평

균은 89.5%로 나타났으며 종이와 목재의 비율이 높을수

록 회분이 낮게 나타났다. 회분은 4.8%~19.3%, 가연분

은 80.7%~95.2%의 편차를 나타내었다. 

Sampling Combustible content(%) Biomass (%)

6
month

SRF 1 87.4 38.4

39.7

SRF 2 89.7 36.0

SRF 3 92.6 42.1

SRF 4 94.6 37.4

SRF 5 95.2 33.6

SRF 6 85.0 50.6

7
month

SRF 7 87.6 56.0

46.9

SRF 8 88.9 49.5

SRF 9 89.2 46.4

SRF 10 89.4 42.2

SRF 11 87.2 54.2

SRF 12 88.4 33.0

8
month

SRF 13 85.9 47.8

37.1

SRF 14 89.8 36.4

SRF 15 92.7 32.1

SRF 16 88.3 43.2

SRF 17 83.9 26.4

SRF 18 80.7 36.9

9
month

SRF 19 92.3 57.6

46.7

SRF 20 93.4 58.0

SRF 21 93.1 46.1

SRF 22 89.0 38.8

SRF 23 92.0 55.0

SRF 24 92.0 24.9

Average 89.5 42.6

Table 5. Combustion and biomass content by S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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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함량은 24.9%~58.0%로 평균 42.6%의 

함량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hoi(2016)의 연구

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이 주원료인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바이오매스 함량이 약 30~60%로 나타났으며, 하
수 슬러지만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높은 바이오매스 함

량을 나타낼 수 있으나, 회분의 함량과 연료의 열량이 

SRF 기준에 문제가 있어 열량 보강제(바이오에너지:생
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 목재 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사용으로 인해 실제 바이오매스 함량은 보다 

낮게 측정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또한, Hiromi Ariyaratne et al.(2012, 2014)은 인위

적으로 제작된 고형연료에 대해 용해선별법을 이용하여 

바이오매스 함량과 발열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형연료의 바이오매스 부분과 비 바이오매스 부분은 종

이류, 목재류, 비닐‧플라스틱류(PE, PVC, PET)를 사용

하여 비율을 조절하여 실험하였으며, 이 결과 비닐‧플라

스틱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발열량은 증가하고 바이오

매스 함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본 연구결

과 역시 비닐‧플라스틱류 및 무기물 등 비 바이오매스 비

율이 높을수록 바이오매스 함량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비닐‧플라스틱류가 많이 포함된 가정 쓰레기의 

경우 바이오매스 함량이 적으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

이기 위해 소각처리보다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잔재물은 

매립으로 처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B시에서 운영 중인 Fluff type의 SRF의 바

이오매스 함량을 물리적 조성에 따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B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의 경우 1년

간 159,619 ton의 SRF가 생산되었으며, 4개월간 SRF
의 물리적 조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종이류 

25.2%, 섬유류 15.1%, 비닐·플라스틱류 42.6%, 목재류 

9.4%, 고무·가죽류 1.5%, 기저귀류 3.2%, 유리·도자기

류 0.9%, 금속류 1.1%, 기타 1.0%의 물리적 조성을 나

타내었다.
(2) 원단위 품목별 바이오매스 함량과 각 물리적 조성

별 발생품목들을 같은 비율로 혼합하였을 때의 바이오매

스 함량 결과로부터 오류유발물질이 없거나 소량이라면 

물리적 조성이 혼합되어 있더라도 바이오매스 함량을 구

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생산된 SRF의 회분과 가연분의 평균은 각각 

10.5%와 89.5%로 나타났으며 종이와 목재의 비율이 높

을수록 회분이 낮게 나타났다. 회분은 4.8%~19.3%, 가
연분은 80.7%~95.2%의 편차를 나타내었다. 시료별 바

이오매스 함량은 24.9%~58.0%로 평균 42.6%의 함량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본 결과를 토대로 SRF 생산량에 따른 소각과 매

립으로 나누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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