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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refuse derived fuels (RDFs) combined of sewage sludge and 

combustible wastes such as substitutive fuels instead of a stone coal, several different RDFs 

made with different mixtures of sewage sludge and combustible wastes were analyzed by various 

experiments.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for the RDFs were investigated by analyzing fuel gases, and 

heating values were also measured by a bomb calorimeter. The fundamental properties such as 

moisture contents, ratios of combustible materials, amounts of ashes, heavy metals, ratios of each 

chemical elements and heating values were analyzed in accordance with mixing ratios of wt(%) 

for research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DFs. RDFk-1 was made of mixing materials which were 

dried sewage sludge, food wastes and combustible wastes. RDFk-2 was made of mixing materials 

which were peat-moss, tar and sewage sludge.

Combustio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at the optimal conditions which were m=2 under 

air-fuel condition and 850℃. The retention times in the combustor were set at 5, 10 and 15 

minutes. 50 g of RDFs was put in the combustor for each experiments. The ranges for heating 

values of RDFk-1 with different mixing ratios were from 6,900 kcal/kg to 8120 kcal/kg. The 

ranges for heating values of RDFk-2 with different mixing ratios were from 4,014 kcal/kg to 8,050 

kcal/kg.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heating values, moisture contents, components of chemical 

elements and mixing ratios of the materials in RDFs had big effects on the efficiency of the 

combustion. In RDFk-1, the higher amounts of combustible wastes in the mixtures, the higher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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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 values, concentrations of CxHy and amounts of ashes were produced. In RDFk-2, the 

higher tar amounts in the mixtures caused the higher heating values, amounts of ashes, 

concentrations of CO gas and CxHy. 

Keywords : Microwave, Refuse-derived fuel, Recycling of sewage sludge

 록

본 연구는 유기성폐기물인 음식물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가연성폐기물을 혼재하여 연료로 사용하기 위

해서 제조과정과 연소공정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료화 재질의 특성은 연도분석기를 이용하여 배연가스 성분을 조사하였고, 발열량은 봄베식 열량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료화 재료의 특성연구를 위하여 기초조사 수분함량(%), 가연성 폐기물 비율, 회분

량, 중금속, 각 성분 원소분석, 발열량, 중량 혼재비율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RDFk-1의 연료는 건조하수슬

러지, 음식물폐기물 및 가연성폐기물 혼재비율에 따라 제조하였고, RDFk-2는 피트모스, 타르 및 하수슬러

지 혼합비율에 의해서 제조하였다.

연소실험은 공기비 2와 연소온도 850℃의 최적조건 상태에서 실험을 실행하였다. 연소실험장치에서 연

소시간 5, 10, 15분의 간격으로 실험하였다. 연소장치로의 주입 연료량은 50g을 주입하여 실행하였다. 

RDFk-1의 연료는 혼재비율에 따라서 발열량 실험결과 6,900에서 8,120 kcal/kg까지 분석되었고, RDFk-2

는 4,014에서 8,050 kcal/kg까지 나타났다. 연도실험에서 연소의 효율은 RDF의 발열량, 수분, 원소구성성

분과 재질의 다양한 혼재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된 연료의 RDFk-1 연소실험에서 

가연성 성분의 혼재비율이 높은 경우 발열량과 CxHy농도 및 회분량이 증가하였다. RDFk-2 경우는 tar의 혼

재비율의 증가함에 따라 발열량은 증가하나 회분량, CO와 CxHy의 농도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마이크로파, 고체연료화, 하수슬러지 재활용 

1. 서론

 하수슬러지 해양투기에 따라서 런던협약 '96 의

정서 발효를 앞두고 하수슬러지 등 폐기물의 해양

배출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육상처리대책 마

련이 시급한 실정이고, 해양투기 금지에 관련한 제

1기준은 2008년 8월, 제2기준은 2011년 2월부터 

적용되어진다. 또한 2012년부터는 하수슬러지 및 

축산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국무회의

에 보고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이다. 그간 해양에 배출해오던 하수슬러지(발

생량의 77%)를 재활용,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계획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1~3). 현대 사회의 주 에너지원인 석유와 

석탄의 경우 그 매장량은 한정적이다. 석유의 경우

는 앞으로 40년, 천연가스는 60년, 석탄의 경우는 

330년을 예측하고 있어 새로운 대체에너지의 확

보가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4). 국내의 경우는 산

업이 다소비 에너지 구조로 되어 있으며 더욱이 

OPEC을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의 고유가 정책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체에너지 개

발 및 상용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국내

의 대체에너지 비율은 현재 1.04%로 OECD 국가

에 비해 약 4%로 그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며, 

이는 국내의 총폐기물에 대비하여 20%만이 활용

되고 있는 것이다4,5).

 그 중 하수슬러지의 경우는 생활수준의 향상 및 

하수처리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 비율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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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5년 기준으로 약 285만

톤/년이 배출되고 있다. 슬러지처리비용은 2억1천

만원/년이며, 배출된 하수슬러지는 대부분 해양투

기 및 직･매립으로 처리되었으나, 앞으로 해양투기 

및 직･매립이 금지가 됨에 따라, 그 처리방법에 대

한 모색이 절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유가 시대

에 차세대 재활용 대체에너지로 대두되고 있는 폐

기물고형연료(Refuse Derived Fuel, RDF)는 석

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의 공

급불안, 지구환경문제, 자원의 효율적 이용관점에

서 귀중한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5). 

 국내의 RDF제조 기술은 제조설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RDF를 생산하는 단계에 있으며, 그 품질

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고체연료화의 

경우 수송성과 저장성이 향상되어 열 사용시설에

서 적용성과 열효율이 커져 대체 연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6,7).

또한, 폐기물을 이용한 연료화는 회분량 발생, 폐

기물 혼재에 따른 연도배기가스의 유해성, 고발열

량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연료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에너지 정책 및 하

수슬러지 처리방법에 대한 새로운 모색방안을 도

출하기 위해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고형연료를 제

작하였으며, 연료 및 보조연료로써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타르를 혼합하여 발열량을 높여 연료 및 

보조연료로 활용 하도록 하였다. 하수슬러지를 고

형연료로 제작할 경우 대체에너지의 개발효과는 

연간 72백만원/년, 슬러지 처리비용인 2억1천만원

/년 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9).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고형연료는 산업체나 농가의 고

비용 에너지원 대신 사용할 수 있어 대체연료로 사

용이 가능하여 고유가시대에 저비용으로 에너지원

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피트모스(peat moss, 이탄)란 수생식물, 이끼류, 

습지대의 풀등이 지표 근처에 퇴적하여 생화학적

으로 탄화한 것으로 땅속에 묻힌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탄화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석탄을 

말한다. 이것은 목재와 갈탄의 중간단계로 보통 

50%이상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적갈색이나 

암갈색을 나타낸다. 지층의 강한 압력을 받지 않으

므로 다공질이며, 공극률은 60~85% 이고 재료에 

따라 침적토탄, 섬유질 토탄, 목질토탄 등으로 나

뉜다. 또한 다공성 토양으로 통기성을 좋게 하여 

뿌리의 적절한 성장을 돕는다. 이러한 이탄을 토양

에 섞으면 비료 성분이 용해되는 것과 염류가 집적

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토양이 단단해지는 

것을 막고 유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유기물을 공급한 토양은 일반적인 유기질 

거름이 1년 이내에 분해되는 것에 비하여 수년 동

안 서서히 분해가 이루어진다. 이런 특성을 가진 

피트모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철, 돌멩이 등 불순물

이 많으므로 스크린과정에서 선별하고 이탄에 함

유된 수분을 550℃에서 제거한다.

성분
함유량, 건조된

상태에서 무게비율%

유기 화합물 92~93

부식산 22.50

갈탄(Lignite coal) 37.05

총 질소(T-N) 1.05

P2O5 0.13

K2O 0.11

CaO 0.35

MgO 0.14

CaO 로의 교환성, mg/100g 250

음이온 치환 능력, mg/100g 134

pH( 1 : 10 : H2O : 20℃) 3.90

pH( 1 : 10 : KCl : 20℃) 2.80

[Table 1]  Composition Rate of Peat-moss

  건조기에서 수분을 제거한 후 120℃ 상태에서 

포집기로 이탄을 수집하고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 

미세한 상태로 분쇄하여 입자를 일정하게 한다. 이

때 비중은 약 3.0~4.0 이며 수분을 최대 20배까지 

흡수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첨가제를 넣어 친수

성의 특징을 친유성으로 바꾼다. [Fig. 1]는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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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diabatic bomb calorimeter.

          

[Fig. 3] Apparatus for combustion experiments 
of RDFs.

모스를 가공하기 전인 이탄의 분자구조와 현미경

으로 확대하였을 때 나타낸 그림이다. 이탄의 분자

구조는 C,H,O 로 구성이 되어 있다. 

[Fig. 1] Molecule structure of peat-moss.

피트모스의 구성성분은 아래 [Table 1]에 나타

난 바와 같이 갈탄의 비율이 37.05% 이며, 유기화

합물이 92~93%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실험 방법 및 연료화 실험 

3.1 고형연료 제조 및 연소가스 분석방법

3.1.1 실험분석방법 

기초실험은 성상분석을 제외한 네 가지로 분류

하여 실행하였다. 유기성 폐기물의 건조는 마이크

로파 장치를 사용하였으며 전력은 4kW에서 건조

하였다. 채취한 탈수슬러지 케이크의 성상분석은 

폐기물 공정시험법에 따라 함수율, TS, VS를 분

석하였다.

건조 전․후 중금속 분석은 공정시험법 용출법

(Kolp)으로 시료를 전처리허여 ICP(일본,시미쯔 

7510)를 이용하여 중금속을 분석하였다. 발열량

의 측정은 [Fig. 2]에 나타난 Adiabatic Bomb 

Calorimeter (Yoshida 제작, 1013-B)을 사용하

였으며, 삼성분은 공정시험법과 원소분석은 (모델

명 : Elementar Vario EL, Germany)을 이용하여 

C, H, N, O, S를 분석하였다. 또한 제조된 고형연

료의 연소효율 측정은 [Fig. 3]에 나타낸 장치를 

이용하여 연소 시 배기가스를 분석하였다.

3.1.2 고형연료 제조

 고형연료는 발열량 5,000kcal/kg 이상의 비율

을 선택하여 분쇄된 시료에 물을 분무하면서 혼합 

한 후 [Fig. 4]에 나타낸 성형 압축기의 압력을 

10ton으로 조절하여 필렛으로 제조하였다. 압축 

후 제조된 고형연료는 수분의 건조를 위해 48시간 

향량 건조한 후에 실험하였다. 아래 [Fig. 5]는 완

성된 고형연료이며, RDFk-1 과 RDFk-2의 모양 및 

크기는 동일하게 제작하였으며 길이 1.6cm,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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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anufacture apparatus of RDFs. [Fig. 5]  Manufacture refuse derived fuel.

1.3cm로 중량은 연료 혼재비율에 따라서 2.3g∼

3.5g으로 제조되었다.

3.1.3 고형연료의 상용화 실험

압축 성형되어 건조공정까지 거친 고형연료를 이

용하여 상용화 가능성에 관한 연도분석 실험은 

[Fig. 3]에 나타낸 연소장치를 이용하였으며 고형

연로를 직접 연소시켜 배기가스 성분을 분석하였다. 

연소실험에 의한 배기가스 성분실험은 연료 50g당 

공연비 m값이 2정도가 되도록 조절하여 공기를 공

급하였고, 연소온도는 850℃의 조건이 성상상태가 

되는 조건에서 연소가스 상태를 분석하였다. 

3.2 연료화 실험 방법

연료화 가능성의 평가를 위해서 실험방법은 3가

지 방법으로 나뉘어 실험하였다. 

3.2.1 보조연료 가능성 실험 

수분을 함유한 슬러지의 수분을 건조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파 건조를 이용하여 건조 한 후 보조연료

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원소분석 및 발열량

을 분석하였다.

3.2.2 RDFk-1 제조 및 연도실험 

건조하수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및 소각장에 반

입되는 높은 열량을 가진 가연성 쓰레기의 혼합하

여 고형연료는 성형장치로 필렛화하여 혼합비율에 

따라 RDFk-1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RDFk-1 연료

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발열량 및 연소조건에 

따라 배기가스 성분을 분석하였다. 

 

3.2.3 RDFk-2 제조 연도실험 

 하수슬러지 케이크와 타르, 피트모스를 혼합성

분에 따라 성형화하여 RDFk-2 연료를 제조하였다. 

고형연료로 제조하기 위한 혼합비는 하수슬러지 

케이크와 타르, 피트모스를 혼합하여 발열량을 측

정하였으며, 그 비율은 하수슬러지 : 타르: 피트모

스가 1:4:1, 1:5:1, 1:6:1, 1:7:1로 혼합한 혼재비

율에 따라서 발열량을 측정하였다.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및 소각장에 반입되는 발열

량이 높은 가연성 폐기물은 나무류, 폐비닐, 플라스

틱, 종이류를 다양하게 혼합하여 [Fig. 2]에 나타낸 

발열량 분석장치를 이용하여 발열량을 측정하였다.

하수슬러지 케이크와 피트모스의 성산분석은 수

분과 TS, VS측정을 통하여 기초분석을 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폐기물 공정시험법에 따랐다.

4. 결과 및 고찰

4.1 마이크로파 건조 후 보조연료화 

마이크로파 처리하기 전･후의 원소분석을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이크로파 건조처리하기 

전에 하수슬러지 케이크의 주성분은 대부분 탄소로 

나타났다. 마이크로파 처리시 성분변화는 일으키지 

않고, 수분만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연분

의 성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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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탈수 슬러지
케이크

N 탈수 슬러지
케이크

마이
크로파
처리
전

탄소 31.4 34.2

수소 4.68 5.36

산소 21.3 26.8

질소 6.31 5.09

황 1.23 2.02

가연성분 64.92 56.57

수분 97.4 80.68

마이
크로파
처리
후

탄소 31.2 33.04

수소 4.23 4.87

산소 22.6 25.53

질소 4.92 4.94

황 0.87 2.51

가연성분 63.82 57.6

수분 0.17 0.25

[Table 2]  Composition Analysis of Sludge 
Cake Vetween Before Process 
and After Microwave Drying

후 성분 및 발열량은 증가함으로서 보조연료로서 

성분의 변화가 거의 없고 수분만 감소함으로써 발

열량 값으로 평가하여 연료로서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파 처리 전･후의 하수슬러지 케이크의 

발열량은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S하수슬

러지 케이크의 발열량은 177kcal/kg, N 하수처리

장 슬러지 케이크는 515kcal/kg 이었으며, 마이크

로파 건조 처리(4kW, 70g, 8min) 후 S와 N처리

장의 하수슬러지 케이크의 발열량은 각각 3,22 

8kcal/kg, 4,427kcal/kg 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

파 처리 후의 S하수처리장 슬러지 케이크의 발열

량은 저질 무연탄(2,500kcal/kg) 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N하수처리장의 경우는 4,427kcal/kg으로 

폐목재의 발열량(4.437kcal/kg)과 비슷하게 나타

났다. 발열량의 값으로서 마이크로파 처리 후의 S

하수처리장 슬러지 케이크는 저질 무연탄급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N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케이크는 

고체 연료로 만들어 자체 소각로나 저질탄 보일러

에서 에너지원으로서 열을 회수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이크로파
처리 전 발열량 

마이크로파
처리 후 발열량 

S 탈수슬러지
케이크

177.1 kcal/kg 3,228 kcal/kg

N 탈수슬러지
케이크

515 kcal/kg 4,427 kcal/kg

[Table 3]  Caloric Value of Sludge Cake 
Between Before Process and 
After Microwave Drying

4.2 RDFk-1(하수슬러지+음식물+가연성쓰

레기)의 연료화 실험

선형연구에서 단독 하수슬러지보다 발열량과 연

소효율을 증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연성물질을 

혼재한 연소실험이 연구되었고, 이 연구의 바탕으

로 혼재비율에 따라 RDF를 제조하여 실험을 실행

하였다10,11).

[Fig. 6]은 필렛(RDFk-1)으로 성형하기 위해연

료로 사용된 가연성 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를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연성 폐기물은 M소각장 

및 H소각장에서 채취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중금속 분석 결과는 H소각

장 및 M소각장 두 군데 모두 Pb, Cr은 불검출 되었

으며,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Cu, Cd는 극미

량 검출되었다. H소각장은 가연성 폐기물을 분리한 

후 중금속을 분석한 결과 Zn이 2.96ppm 정도가 검

출되었으나 중금속의 기준 농도는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발열량을 높이기 위해서 가연성

폐기물의 적절한 혼재비율에 따라 연료의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Fig. 7]은 필렛(RDFk-1)화를 위한 혼합재료의 

유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혼합의 주재료로 사용

될 수 있는 하수슬러지를 함유량법으로 전처리하

여, ICP로 분석한 결과에서 보면, 제1기준 및 제2

기준에 초과하는 중금속이 있었다.

[Fig. 7]에 분석결과를 보면 Cn과 As는 극미량

으로 검출되었으며 Hg은 불검출 되지 않았다. 중

금속 분석결과 해양투기 금지 제 1기준은 페놀, 

아연 및 구리는 초과하였지만, 제 2기준을 초과하

는 항목은 나타났다. 2008년 이후부터 약 25%이

상 초과되는 슬러지 배출 처리시설은 육상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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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eavy metal variation of food 
wastes and combustible wastes.

          
[Fig. 7]  Concentration variation of Heavy 

metal by contens method in N 
wastewater treatment plant.

[Fig. 8]  Proximate analysis for manufacture 
of RDFk-1 in according with each 
materials.

          
[Fig. 9]  Caloric value for manufacture of 

RDFk-1 with combustible wastes.

해야 함으로 재활용기술 활성화 되어야함을 볼 수 

있다2).

[Fig. 8]은 RDFk-1 제조에 사용된 각 성분의 삼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이 결과 M소각

장 반입쓰레기의 경우 수분 39.7%, 가연분 52.2%, 

회분 8.1%, H소각장에서는 수분 38.1%, 가연분 

53.5%, 회분 8.4%로 나타났으며 D소각장의 경우 

41.0%, 51.1% 및 7.9%로 나타났다.

가연성 성분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첨가물 사용되

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수분 76.7%, 가연분 

51.1% 및 회분 7.5%로 나타났다.

[Fig. 9]는 연료화를 위한 성형화에 주재료로 사

용되어진 하수슬러지의 삼성분을 분석한 것으로서, 

수분 76.7%, 가연분 12.1% 및 회분 11.9%로 나

타났다. 성형화하여 제조된 연료는 음식물쓰레기나 

하수슬러지의 경우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이 

필요하였고, 성형화한 후 건조는 15일 동안 자연 

풍건 건조하여 연료화 기초실험을 실행하였다.

[Fig. 9]는 반입되는 소각장별 발열량을 분석

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M소각장 반입 쓰레기 

2,683kcal/kg, H소각장 반입쓰레기 2,768kcal/kg, 

D소각 반입쓰레기 2,591kcal/kg으로 나타났다.

혼합시료로 사용될 하수슬러지 경우 2,940kcal/kg 

및 음식물쓰레기는 3,040kcal/kg으로 나타났다. 단

일 성분의 발열량 분석결과에서 연료화를 제조하기 

위해서 각 혼합시료 중 자체 성분만으로 연료화를 위

한 발열량 기준 5,000kcal/kg를 가지는 성분은 없었

으며, 연료화를 위해서 반입되는 소각쓰레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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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aloric value for manufacture of 
RDFk-1 with different mixing 
rations (Woods : PVC, Vinyl : 
Paper).

          

[Fig. 11]  Caloric value for manufacture of 
RDFk-1 with different mixing 
rations (Mixing rations of Woods: 
PVC, Vinyl : Paper : Food wastes 
: Sludge cake).

발열량이 높은 성분이나 고함수율을 함유한 성분을 

제거할 수 공정을 통해서 성형화하여 연료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13).

[Fig. 10]의 결과는 시료제조에 필수적인 고발

열량 연료화를 위해서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중 나무류, 폐비닐과 플라스틱 및 종이류의 3가지 

분류군으로 나누어 혼합비율에 따른 발열량의 측

정결과를 나타내었다14).

나무류, 폐비닐 또는 플라스틱, 종이류의 혼합비율에 

따라서 2:4:2인 경우 발열량이 6,920kcal/kg, 2:5:1

인 경우 7,890kcal/kg, 1:5:2인 경우 7,482kcal/kg, 

3:5:0인 경우 8,120kcal/kg 및 0:5:3의 경우 

7,084kcal/kg으로 나타났다. 혼합비율에 따른 발열량 

분석 결과 가연성 폐기물과 고발열량을 함유한 비닐 

및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혼합시료를 제조시 발열량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Fig. 11]의 결과는 [Fig. 10]에서 실험한 결

과를 토대로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을 혼합시 연료

화 기초실험을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11]에서 실험한 가연성폐기물의 혼합비

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와 가연성쓰레기를 각각 

1:1에서 1:3 정도로 다양하게 혼합하여 발열량을 

측정한 결과 6,000kcal/kg으로 나타나 성형화하

여 자연 풍건하여 사용하는 경우 연료로서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하수 슬러지와 타르, 피트모스 연료

화(RDFk-2)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하수슬러지는 B의 N하수처

리장에서 채취한 슬러지이며, 피트모스는 B사에

서 제조한 유류흡착제를 사용하였고 초기성상은 

[Fig. 12]와 같다. 타르는 K사의 타르공장에서 

채취한 것을 사용하였고, 성분은 [Table 4]에 나

타났다. 이 결과에서 보면 탄소성분은 70%이상 나

타났고, 재 성분은 12.9%로 나타났다. [Table 4]

의 타르의 분석결과에서 탄소가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연성 물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료화를 위한 충분한 탄소성분을 함유

하고 있어 고체연료로서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Fig. 12]는 피트모스와 하수슬러지의 삼성분

의 분석은 연료로서 성분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실

험을 나타낸 것으로서 하수슬러지 케이크를 그대

로 사용할 경우 수분의 함량이 높아 발열량을 저하

시키므로 슬러지케이크를 건조 후 사용하였다. 피

트모스도 수분이 약 30%로 나타나 건조 후 고형연

료로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고형연료로 제조하기 위해 건조 후의 발열량을 

분석한 결과를 [Fig.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연

료화(RDFk-2)의 제조를 위해서 건조 전과 건조 후

의 각 성분의 발열량을 분석한 결과 하수슬러지의 

경우 건조후의 발열량이 건조전보다 25배이상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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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roximate analysis of sewage 
sludge and peat-moss.

재 탄소 수소 질소 황

타르 12.9
73.42

±11.14
3.25

±0.12
1.78

±0.72
2.20

±0.51

[Table 4]  Proximate Analysis of Tar

(단위 : %)

[Fig. 13]  Caloric value between before 
and after drying 

게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개별 발열량은 하수슬러지케이크와 

피트모스가 4000~4500kcal/kg로 비슷하였으며, 

타르의 발열량은 7000kcal/kg,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연탄 수준의 5000kcal/kg정도

로 대체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타르의 혼재비율

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음이 평가되었다.

[Table 5]는 성분의 혼합비율에 따라 성형화하

여 RDFk-2로 제조 후 발열량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피트모스:타르:슬러지가 1:10:1일때 가장 

높았으며, 피트모스와 슬러지를 동량으로 혼합 한 

경우도 4,000kcal/kg을 나타내어 고형연로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트모스:슬러지의 비율이 1:2의 경우는 약 

3,800kcal/kg의 발열량을 가지므로 연료로 사용하

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형연료로 

상용화 시 안정화된 발열량은 6,000kcal/kg 이상

인 경우 연료로써 가치가 있으므로 피트모스와 슬

러지의 혼합한 경우보다는 타르를 혼합하였을 때 

고형연료로써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물질 비율 발열량

피트모스 : 슬러지
1:1 4,014

1:2 3,864

피트모스 : 타르 : 슬러지

1:3:1 6,922

1:5:1 7,449

1:8:1 7,875

1:10:1 8,050

1:4:1 5,819

1:5:1 5,919

1:6:1 6,195

1:7:1 6,320

[Table 5]  Variation of Caloric Value for 
RDFk-2 Manufacture With 
Different Mixing Rations

(단위 : kca/kg)

[Table 6]은 혼합비율에 따라 성형한 고형연료

의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타르 비율의 증가에 

따라서 석유화학 원유의 탱크저장소에서 퇴적물로

서 불순물에 회분성분의 양이 증가하여 가연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DF의 제조과정에서 

연소에서 발생되는 회분성분을 고려하여 적절한 

발열량의 조건에 맞는 혼합비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4]는 피트모스, 타르, 하수슬러지의 혼합 

비율에 따라 RDFk-2를 제조 후 공기비 m값이 2가 

되는 상태조건에서 배기가스 농도를 분석하였다.

[Fig. 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혼합비율에 따

른 배기가스의 농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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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고형분 가연분 회분

RDFk-2

(1:4:1)
11.48 88.52 77.22 22.78

RDFk-2

(1:5:1)
11.81 88.19 71.85 28.15

RDFk-2

(1:6:1)
12.1 88.73 63.84 36.16

RDFk-2

(1:7:1)
12.56 87.43 59.49 40.51

[Table 6]  Variation of the Ultimate Analysis 
for RDFk-2 Manufacture With 
Different Mixing Rations

(단위 : %)

          
[Fig. 14]  Emission analysis by combustion 

experiment with different mixing 
rations.

1:4:1 1:5:1 1:6:1 1:7:1 무연탄*

CO
(ppm)

0 0.1 0.3 1 2

NO
(ppm)

0.3 0.3 0.4 0.7 84

NO2

(ppm)
0 0 0 0 0

NOx

(ppm)
0.3 0.3 0.4 0.7 84

SO2

(ppm)
0 1.0 1.0 1.0 2.0

CxHy

(%)
0.048 0.119 0.218 0.295 0.209

CO2

(%)
0.8 0.8 0.8 0.9 0.3

[Table 7]  Emission Analysis by Combustion 
Experiment with Different Mixing 
Ratio (m=2, T=850℃, t=7 min)

*
 대조시료

수 있었다. 

연소조건은 소각로의 내부온도가 850℃를 유지

한 연소상태에서 연소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CO를 

분석한 결과 대조시료와 비교한 결과 연소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화의 발열량을 높이기 위해서 가연성 폐기물

의 혼재비율이 증가할수록 가연분의 증가로 연료

로서 특성을 함유하고 있지만, 회분의 함유량이 증

가하여 재로 생성되는 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 연료로서 적절한 혼재비율은 발열량과 불순물 

생성량을 고려하여 제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은 대조시료를 무연탄과 비교하여 배

기가스 농도를 나타낸 것으로 타르성분의 혼합비

율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이산화황의 농도가 약

간 증가하였고, CxHy농도는 타르 비율이 증가할수

록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조군과 비교하면 

타르 최대비율로 혼합한 시료가 CxHy농도가 비슷

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재비율에 따른 

다양한 RDFk-2는 발열량 및 연도실험의 결과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무연탄과 비슷한 조건

으로 나타났고, 발열량은 높게 나타났다.

[Fig. 15]의 결론에서 보면 850℃의 온도와 시

료 50g이 연소할 때 이론적으로 필요한 공기량에 

100%의 공기 보충하여 공급하는 공기와 연료비가 

2가 되는 조건에서 연료를 분석한 결과 RDFk-1와 

무연탄의 경우 CO농도가 연소시간에 따라 비슷하

였고, RDFk-2의 경우 가연성 폐기물의 혼재에서 

따라 CO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Fig. 16]의 결과는 하수슬러지와 다양한 가연

성 폐기물과 혼재하여 고형연료를 제조하여 온도 

850℃와 공기비 2의 연소조건에 고형연료화 유해

성 성분발생의 기본이 되는 탄화수소계열 CxHy의 

발생율을 평가하였다. 이 결과에서 타르성분 비율

이 증가할 수 CO, 및 CxHy, 회분량은 증가하였고, 

발열량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발열량과 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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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Variation of CO concentration 
by combustion experiment of 
stone coal, RDFk-1, RDFk-2 (m=2, 
T=850℃).

          [Fig. 16]  Variation of CxHy concentration 
by combustion experiment of 
stone coal, RDFk-1, RDFk-2 (m=2, 
T=850℃).

스 발생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타르의 혼재비율

을 고려하여 연료를 제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마이크로파 건조 후 성형화 하지 않고 슬러지 자

체만의 원소분석 및 발열량의 분석 결과 성분변화

는 거의 없었고, 저질탄 기준 2,500kcal/kg이상을 

유지함으로 보조연료로 가능함이 판단되었다.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및 발열량이 높은 가

연성 쓰레기의 혼합비율에 따른 고형연료를 제조

하기 위해서 실험한 결과 혼합비율에 따라서 음식

물쓰레기와 가연성쓰레기를 각각 1:1에서 1:3 정

도로 다양하게 혼합하여 발열량을 측정한 결과 

6,000kcal/kg으로 나타나 성형화하여 자연 풍건

하여 사용하는 경우 연료로서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수슬러지를 이용하여 고형연료로 이용할 시에

는 피트모스와 타르, 하수슬러지를 혼합 한 경우에 

6,000kcal/kg 이상이 되어 연료로서의 사용이 가

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고형연

료와 일반 숯의 지속시간 및 불꽃을 비교하였을 때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소각시 보조연료 및 고

형연료로써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소실험에서 타르함유량의 증가에 따라서 CxHy

농도가 증가하였으나 무연탄 연소시 발생하는 농

도와 비슷하게 나타나 제조한 연료는 연소실험에

서 연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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