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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존의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
형으로 인해 대체 에너지에 대한 개발 및 보급의 필
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대체 에너지 중에
서도 폐기물 에너지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가 재생 에너지
생산과 환경오염물질 감축 등의 효과를 기대하여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고
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과자 봉지나 라면 봉
지 같은 필름류 플라스틱을 주로 사용한다. 이는 기
존의 연구들과 현장 제조업체간의 연계가 잘 안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들의 고형연료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실제 규모로 scale-up 하기 위한 초
석으로 삼고자 한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장치

Fig. 1은 본 연구에서 고형연료 제조를 위해 사용
한 공정도이다. 폐기물이 반입되면 크레인을 1차 파
쇄기 호퍼로 유입된다. 조대 파쇄 된 폐기물은 컨베
이어 벨트를 통해 2차 파쇄기로 유입되며 미세 파쇄
된 폐기물은 정량공급기를 통해 성형기로 투입되며,
성형기에서 압축 성형을 통해 고형연료의 제조가 이
루어진다. 불연성분인 토사류내용및 금속성분을 선별
하기 위해 자력선별기, 입도선별기, 풍력선별기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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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of solid fuels manuf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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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료 및 방법

Table 1은 고형연료 제조를 위한 폐기물 혼합조
건을 나타낸 것이다. Sample 1은 폐합성수지 100%
를 이용, sample 2는 폐지 100%를 이용, sample 3은
폐타이어 100% 이용, sample 4는 폐합성수지 70%+
폐지 10%+폐타이어 10%+폐목재 10%를 이용하여
고형연료를 제조하였다. 폐목재는 100%를 이용하였
을 경우 성형이 되지 않았다.
[Table 1] Condition of mixed waste

moisture
combustible material
ash

100

Three component (wt %)

요약
본 연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고형연료 제조에 관한 것이다. 고형연료제품 생산을 위해
대부분의 제조 회사는 발열량이 높고, 성형하기가 쉬운 필름류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폐합성수지, 폐지, 폐목재, 폐타이어 등 다양한 폐기물을 이용하여 고형연료 제조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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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폐합성수지 폐지 폐타이어 폐목재
Sample 1 100
Sample 2
100
Sample 3
100
Sample 4 70
10
10
10

0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Solid fuels

[Fig. 2] Three component of solid 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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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폐기물 혼합비율에 따라 제조한 고형연료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고형연료의 직경은 12mm, 길
이는 20～50mm 정도이다. 점성이 낮은 물질들을 성
형했기 때문에 고형연료의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되
지는 않았다. Fig. 2는 각 고형연료의 삼성분을 나
타내었고, Fig. 3은 각 고형연료의 발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을 통해 수분의 함유 정도가 발열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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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wer heating value of solid 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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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형연료는 원료 물질의 조성에 크게 의
존하기 때문에 발열량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혼
합비율을 바꾸거나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의 첨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연구는 고형연료제품의
생산이 아닌 다양한 폐기물의 고형연료 제조 가능성
에 목적이 있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높은 수분 함유로 인해 비교
적 발열량이 낮게 나왔지만 고형연료는 발열량을 기
준으로 연료용 유연탄(6,200kca/kcal)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며 혼합비율 조정으로 인해 많은 폐기물을 이
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각 고형연료의 기
초성분(C, H, O, N. S)과 염소 함유량은 분석 중에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고상 폐기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앞으로는 액상-고상 혼합 고형연료에
대한 연구를 계속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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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폐타이어를 주성분으로 한 고형연료가 발열량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는 폐타이어 자체 고유 발열
량이 높기 때문이다. 고형연료는 대상 폐기물에 따라
서 다양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폐기물의 혼합비율
조정을 통해 연료로써의 가치가 충분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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