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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municipal

solid waste (MSW) generated from T City, Gangwon-do and leaching characteristics of the

incineration ash. From the results, bulk density of MSW in T city was 231 kg/m3. Combustible

and incombustible components were in 94.0% and 6.0%, respectively. Food waste and papers in

combustible component occupied 32.3% and 41.2%. Water, volatile solids, and ash content were

41.3%, 50.5%, and 8.2%. C, H, O, N, S, and Cl showed 51.4%, 6.3%, 26.7%, 1.1%, 0.2%, 0.5%,

respectively. Low heating value (2,704 kcal/kg) of T city was similar to 2,764 kcal/kg of

Chuncheon and was 1,000 kcal/kg higher than 1,467~1,584 kcal/kg of the past Kuro-gu and

Koyang city. The specification of leaching characteristics of the incineration ash were within the

Korean regulatio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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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생활폐기물의 1인 1일당 발생량은 1990년 2.3

kg/인·일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직후인 1996년에는 1.1 kg/

인·일을 나타낸 후 꾸준히 소폭 감소하여 2008년에

는 1.04 kg/인·일을 나타내고 있다1). 1990년에는 1

인 1일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3 kg/인·일을 상회

하 는데, 이는 당시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 1.0 kg/인·일 내외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 다. 이러한 주요인은 당시 우리나라

난방·취사 연료가 주로 연탄이었기 때문에 전체 발

생량에서 연탄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었

으며, 그 이후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에너지전환정책

의 성공 및 국민들의 폐기물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으

로 1인 1일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급감하 다. 하지

만 또 다른 요인으로는 폐기물 발생량 산정시 청소차

량의 운행회수와 적재용적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실제보다 높은 1인 1일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나타낸

이유도 있다. 그러나 청소행정의 현대화가 시작된

1990년대 초반에 청소시설에 운반차량 계근시설이 보

급되기 시작하 고, 보다 정확한 폐기물 발생량의 산

정이 가능함에 따라 1995년까지 해마다 폐기물 발생

량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1998년

에는 IMF체제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다소 감소되었으

나, 그 이후 조금씩 증가경향을 보이면서 현재는 선진

국과 비슷한 1.0 kg/인·일 안팎의 발생량을 유지하

고 있다2).

폐기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폐기물의 발생

량과 질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다. 생활폐기물의 발생

량 및 물리, 화학적 특성은 폐기물관리 체계에서 중간

처리 및 최종처리 시설의 설계 및 운 과 자원회수 및

재활용을 위해 중요한 인자이다3),4). 폐기물은 성상이

매우 불균등 질적이며, 발생량 및 물리화학적 특성은

발생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다른 지역의 폐기물 성상

자료를 직접 인용하여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폐기물을 처리할 올바른 폐기물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발생량 및 물리화학적 성분분석 등에 대한 조사

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립장 반입쓰레기의 성상 변화는

1995년 쓰레기종량제와 2005년 유기성폐기물 직매

립 금지에 의해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 졌다.

예를 들면 음식물류폐기물 및 유기성 슬러지 등의 직

매립 금지가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러한 물질의 반입

금지는 매립지의 수명 및 침출수 경향 그리고 메탄가

스 발생 등에 상당히 많은 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

초 록

본연구는강원도T시를중심으로생활폐기물의물리화학적특성을조사하여생활폐기물의적정관리방안및처

리방법에활용할수있는기초자료를제공하고하고자실시되었다. 조사결과T 시의겉보기 도는평균231 kg/m3

이었으며, 가연성분과 비가연성분은 각각 94.0%와 6.0%이었다. 가연성분 중 음식물류폐기물(32.3%)과 종이류

(41.2%)는 최근의 타 지역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분리배출이 필요하 다. 삼성분 중

수분, 가연분, 회분의함량은각각41.3%, 50.5%, 그리고 8.2%이었으며, 원소조성중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염

소의함량은각각51.4%, 6.3%, 26.7%, 1.1%, 0.2%, 0.5%를나타내었다. 습윤저위발열량은2,704 kcal/kg으로춘

천시의 2,764 kcal/kg와 유사하 으나 과거 구로구, 고양시의 1,467~1,584 kcal/kg 보다는 1,000 kcal/kg 이상 높

았다. 또한조제된소각재의용출시험실시결과모두지정폐기물판정기준치를크게하회하여큰문제가없는것으

로나타났다.

핵심용어 : 생활폐기물, 겉보기 도, 발열량, 용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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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아가서는 매립지의 수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

제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매립지 관리를 위해서는 지

속적인 반입쓰레기의 성상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나,

실제 매립지 반입쓰레기의 화학적 성상 분석 등에 관

한 연구는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전후를 기점으

로 다소 보고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T시를 중심으로 생활폐

기물의 특성을 조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적정관리 방안

및 처리방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하고자 하 으며, 소각재의 용출특성을 분석하여 지

정폐기물 해당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실시하 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시료채취

T시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질적 특성파

악을 위한 현장 시료채취는 2007년 2월(겨울철)과

2007년 5월(봄철)에 걸쳐 수행되었다. 강우에 의한

폐기물의 성상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료채취 당

일을 포함하여 3일 동안 강우가 없었던 날을 선택하

여 시료채취를 실시하 다. 폐기물의 성상은 발생원,

분리수거의 유무, 소득 및 생활수준, 계절 등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발생원을 크게 주

거지역과 비주거지역으로 구분하 다. 이를 좀 더 세

분화하여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농촌지

역으로 나누었으며, 비주거지역은 상가지역과 업무지

역으로 나누었다. 시료채취는 문전수거를 우선으로

하 으며, 필요시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차량에서 실

시하고 수거경로를 파악한 후 지역별로 분류하 다.

최종적으로 T시 생활폐기물의 전체적인 물리화학적

특성은 각 발생원에 대한 인구가중을 고려하여 구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각 발생원별 물리화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T시 지역의 전체적 특성을 중

심으로 타 연구 자료와 비교 검토하 다.

도시폐기물의 질적 특성조사, 특히 물리적 조성의

경우 대표성 있는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시료를 필요로 한다. 폐기물 조사시 대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대량의 시료가 조사되어야 하

는데 동일한 폐기물 더미에서 약 90kg의 시료로 측정

한 값과 약 765kg의 시료로 측정한 결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6). 또한 약 90kg의 시료를 대상으로 한

측정치는 신뢰구간 95% 및 2% 오차범위 내에서 전체

폐기물의 조성을 잘 반 할 수 있다7). 그러므로 본 조

사에서는 지점 당 약 100kg 이상의 폐기물을 채취하

여 현장에서 겉보기 도를 측정하고 물리적 조성별로

분류한 후 각 성분별 무게를 측정하 다. 각 성분별로

원추사분법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로 운반한 후

분석에 이용하 다.

소각재 용출특성을 위한 시료는 겨울철과 봄철의 물

리적 조성 평균값을 근거로 하여 각각의 성분비에 따

라 조제하고 회화시켜 준비하 다.

2.2 분석방법

겉보기 도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파봉한 후 봉투

에 담긴 혼합시료(가연성과 비가연성이 혼합된 생활

폐기물)를 일정 부피(60L)의 용기에 넣고 약 30cm의

높이에서 3회 낙하시킨 후 감소한 양만큼 보충하고

다시 같은 높이에서 낙하시키는 과정을 3회 반복한

후 시료의 총 무게를 용기부피로 나누었다. 

물리적 조성분석을 위해 가연성분은 음식물류, 종이

류, 비닐/플라스틱류, 목재류, 섬유류, 고무, 피혁류

등 7성분으로 분류하 으며, 비가연성분은 철금속,

비철금속, 유리/도자기류, 기타(토사/연탄재) 등 4성

분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무게를 측정하 다.

채취한 시료는 수분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가급적 파

쇄의 횟수를 줄여 수분함량을 측정하 으며, 수분함량

측정 후 건조시료를 약 0.5 cm 정도의 크기로 자른 뒤

가연분과 회분을 측정하 다8). 건조 후 시료는

Planetary Ball Mill(FRITSCH GmbH/Pulverisette6)

을 이용하여 분쇄하 으며, 40 mesh(약 0.64 mm) 체

를통과시킨후원소분석과 발열량 분석에 이용하 다.

C, H, N, S는 원소분석기(VARIO EL, USA)를 이용

하여 분석하 으며, O는 계산에 의하여 결정하 다.

Cl은 토양화학분석법9)에 따라 전처리한 후 이온크로

마토그래피(Ion Chromatography, Dionex-500,



87 박준석

유기물자원화, 제18권, 제2호, 2010

USA)로 분석하 다. 발열량 분석은 Dulong식을 이

용한 예측방법을 이용하 다. 

소각재 용출시험은 폐기물공정시험법(KSLT,

Korean Standard Leaching Test)8)에 따라 전처리

하고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방출분광기(ICP-AES;

Vista-PRO, Varian, Australia)를 이용하여 분석

하 으며, 소각재 화학성분은 X-선 형광분석기

(XRF; ZSX100e, Rigaku, Japan)를 이용하여 분석

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생활폐기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3.1.1 겉보기 도

[Table 1]은 T시와 타 지역 폐기물과의 겉보기 도

를 비교한 것이다10)~20). 강원도 T시의 2007년 생활폐

기물의 겉보기 도는 231 kg/m3으로 고양시(308

kg/m3)가 T시 보다 1.3배 더 높았으며, 구로구(165

kg/m3)와 동해시(172 kg/m3)는 T시의 약 0.7배 정도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시는 172 kg/m3으로

T시 보다 겉보기 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생활권

이 비슷한 또 다른 지역들의 겉보기 도는 강원 서

지역의 A시와 춘천에서 각각 212 kg/m3과 219

kg/m3으로 본 연구의 231 kg/m3과 큰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립장 반입쓰레기의 성

상 변화는 1995년 쓰레기종량제와 2005년 유기성폐

기물 직매립 금지에 의해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

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의 생

활폐기물 겉보기 도를 나타내었으나 2005년 유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의 겉보기 도는 어떠한 경

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Table 1] . 이는 생활폐기

물의 특성변화가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 도시규모, 생활수준, 수거빈도

등의 향을 받기 때문이며, 유기성폐기물 직매립 금

지에 따른 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일

지역에 대한 다년간의 분석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윤 (2008)17)은 충북 J시에 대하여 현장 연구를 통

하여 겉보기 도가 유기성폐기물(특히 음식물류폐기

물)의 직매립 금지 이전인 2004년 248.7 kg/m3에서

이후인 2007년 122.9 kg/m3으로 크게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3.1.2 물리적 조성

[Table 2]는 T시와 타 지역 폐기물과의 물리적 조

성을 비교한 것이다5),10)~15),17)~20). T시 폐기물의 가연성

분과 비가연성분은 각각 94.0%와 6.0%이었다. T시

의 가연성분은 고양시(96.6%)에 비해 약 3%정도 낮

은 수치 으며, 구로구(93.7%) 및 마포구(92.5%) 비

교해 볼 때는 약 1%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 거의 비슷

하 다. 생활권이 유사한 강원도 동지역인 동해시

는 91.6%, 강원 서지역 A시는 89.7%, 그리고 춘천

시는 92.2%이었다. J시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가

연성분이 90% 미만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기타 성분

에 유기물과 무기물이 혼합되어 있어서 나타난 결과

라고 생각된다. T시 생활폐기물의 음식물류폐기물

(32.3%)과 종이류(41.2%)는 최근의 타 지역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분리배출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부 통계자료에 의하

면 가연성분 중 음식물·채소류는 1990년의 23,003

톤/일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08년에는 15,142 톤/

일까지 감소하 으며, 종이류도 1990년의 11,870 톤/

일에서꾸준히감소하여 5,136 톤/일까지감소하 다1).

음식물·채소류와 종이류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인 것

[Table 1] Compare to Bulk Density to Different Cities (Unit : kg/m3)

Item
Kuro-
gu10)

Koyang

City11)

Mapo-

gu12)

A City,
Gangw
on-
do13)

Dong

hae14)

Chunch

eon 15)

Several
Cities,
Chung
nam16)

J City,

Chungbuk17)
Asan18)

This
Research
(T City)19)

Chun

gju20)

1996 1997 1999 2000 2001 2002 2004 2005 2007 2006 2007 2008

Bulk Density 165 308 212 219 172 96~220 248.7 186.7 122.9 231 150

InvestigationTime
(Year)

2003~
2005

128~208 2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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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부의 적극적인 폐기물재활용 및 감량화의 홍보

효과가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

3.1.3 삼성분

[Table 3]은 T시와 타 지역 폐기물과의 삼성분을

비교한 것이다10)~13),15),17)~20). � T시의 경우 수분, 가연분,

회분의 함량은 각각 41.3%, 50.5%, 그리고 8.2%이었

다. 수분함량은 2007년의 J시가 가장 낮아 15.9%를

나타내었으며, 춘천시와 동해시는 각각 21.1%와

36.7%를 나타내었다. T시의 수분함량은 41.3%로 동

해시(36.7%), 마포구(44.1%)와 유사하 나, 최근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배출 정책을 감안한다면 다소

높은 수치라고 판단된다. 이는 T시의 경우 [Table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함량이 32.3%

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J시의 경우 음

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전인 2004년에는 수분

함량이 46.4%이었으나 이후인 2007년에는 15.9%로

급격히 감소하 는데2), 이는 앞서 언급하 듯이 음식

T시 생활폐기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소각재 용출특성 88원저

[Table 2] Compare to Physical Component to Different Cities (Unit : %, wet weight basis)

a) NG = Not Generated
b) Mixture of combustible and incombustible miscellaneous wastes

[Table 3] Compare to Three Component to Different Cities (Unit : %, wet weight basis)

Item
Kuro-
gu10)

Koyang

City11)

Mapo-

gu12)

Dong

hae13)

Chunch

eon 15)
J City,

Chungbuk17)
Asan18)

This
Research
(T City)19)

Chun

gju20)

InvestigationTime (Year) 1996 1997 1999 2001 2002 2004 2005 2007 2006 2007 2008

Water 48.3 57.8 44.1 36.7 21.1 46.4 32.3 15.9 19.98 41.3 27.6

Volatile Solid 40.0 32.8 42.2 52.6 67.7 45.1 57.0 65.7 63.41 50.5 60.5

Ash 11.7 9.4 13.7 10.7 11.3 8.5 10.7 18.6 16.59 8.2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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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의 효과인 것으로 판단

된다. 동일한 기간인 2007년도의 수분함량이 T시의

경우 41.3%로 J시의 15.9% 보다 높았던 것으로 보아

T시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에 대

한 계도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1.4 원소조성

[Table 4]는 T시와 타 지역 폐기물과의 원소조성을

비교한 것이다10)~14),19),20). T시의 탄소는 51.38%로 마포

구의 54.1%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았

으며, 염소는 약 0.5%로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염소함량은 강원 서지역 A시에서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황은 대체적으로

0.1~0.5%의 범위에 있었으나 동해시에서는 0.9%로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값을 보이고 있었다. 

3.1.5 발열량

Duong식으로 계산한 T시의 건조고위발열량을 보

면 5,242 kcal/kg으로 조사되어 타 지역의

4,622~4,988 kcal/kg보다 다소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10)~15),17),19),20). 그러나

습윤저위발열량에서는 T시 지역이 2,704 kcal/kg으

로 춘천시의 2,764 kcal/kg과 유사하 으나 과거 구

로구, 고양시의 1,467~1,584 kcal/kg 보다는 1,000

kcal/kg 이상 높았다. 이는 구로구 및 고양시의 인용

자료는 1996, 1998년에 조사된 것으로써 그 동안 폐

기물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J시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전인 2004년에는 습윤저위발열량이 1,801

kcal/kg으로 낮았으나 이후인 2007년에는 3,566

kcal/kg으로 2배 정도 증가하 다. 최근에는 종량제

봉투내 폐기물 발생에서 수분함량이 높은 음식물류폐

기물의 발생이 줄고 수분함량이 낮으며 발열량이 높

은 종이류와 비닐/플라스틱류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

율을 차지함에 따라 습윤저위발열량도 증가하는 추세

에 있다. 2008년도 충주시의 경우 습윤저위발열량은

2,500 kcal/kg 이상을 나타내었다.

[Table 5] Compare to Heating Values to Different Cities (Unit : %, wet weight basis)

Item
Kuro-
gu10)

Koyang

City11)

Mapo-

gu12)

A City,
Gangw
on-
do13)

Dong

hae14)

Chunch

eon 15)
J City,

Chungbuk17)

This
Research
(T City)19)

Chun

gju20)

InvestigationTime (Year) 1996 1997 1999 2000 2001 2002 2004 2005 2007 2007 2008

HHVa) 4,622 4,868 4,931 4,988 4,938 - - - - 5,242 4,603

LHVb) 1,584 1,467 2,307 2,032 2,439 2,764 1,801 2,434 3,566 2,704 2,557
a) High Heating Value  b) Low Heating Value

[Table 4] Compare to Ultimate Analysis to Different Cities (Unit : %, dry weight basis)

Item

Investigation
Time (Year) 1996 1997 1999 2000 2001 2007 2008

C 42.9 48.6 54.1 47.6 47.3 51.38 41.8

H 6.3 7.1 7.0 6.5 8.1 6.34 5.6

O 36.2 26.2 24.2 35.6 31.3 26.72 33.0

N 1.4 1.6 0.9 0.8 1.7 1.05 1.6

S 0.3 0.5 0.4 0.1 0.9 0.21 0.4

Cl 1.1 0.9 0.7 1.7 - 0.46 1.1

Ash 11.8 15.1 12.7 7.7 10.7 13.84 16.4

Kuro-gu10)
Koyang

City11)
Mapo-gu12) Donghae14)

This
Research
(T City)19)

Chungju20)
A City,

Gangwon-
d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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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eaching Characteristics for Incineration Ash (Unit : mg/L)

[Table 7] Chemical Compositions of Incineration Ash

3.2 소각재 용출 및 화학적 특성

소각재의 지정폐기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한국

용출시험 방법에 따라 용출실험을 실시하 으며, 용

출액에 대한 분석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소

각재는 겨울철과 봄철의 물리적 조성 평균값을 근거

로 하여 각각의 성분을 조제하고 회화시켜 준비한 후

용출시험을 실시하 다. 소각재 용출액에서 Hg은 검

출되지 않았으며, Cr, Cu, Pb, Cd, As는 각각

0.010, 0.010, 0.050, 0.007, 0.011 mg/L로 기준치

를 크게 하회하 다. 염소는 약 6,930 mg/L가 검출

되었으며, 이를 건조질량으로 환산하면 6,929.7

mg/L × 0.2 L(용출용액) ÷ 0.02 kg(소각재 건조질

량) = 6,930 mg/kg ≒ 7% 정도가 된다. 참고로 소각

재의 화학성분 함량을 분석한 [Table 7]을 살펴보면

Cl이 12.2% 정도로 나타나 있다. 소각로에서 배출된

소각재는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 조제된 소각재의 용

출특성을 보면 향후 생활폐기물 소각잔재의 유해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타 연구를 살펴보면 소각재의

중금속 용출특성은 대체적으로 비산재가 바닥재 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Table 6] 참

조)20)~23). T시의 결과를 타 연구와 비교해 보면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실험

실에서 조제된 시료에 대하여 용출특성을 분석하

고, 타 연구에서는 실제 소각로에서 발생된 소각재의

용출특성을 분석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제 소

각로에서는 병원성폐기물이나 폐목재, 건설폐기물 등

도 함께 소각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 보다 높

은 중금속함량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등(2003)23)은 병

원성폐기물이나 폐목재, 건설폐기물 등을 혼소하고

있는 소각로의 소각재에 대하여 발표를 하 는데, 타

연구결과 보다 다소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소각재의 개략적인 화학성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a)Not detecte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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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형광분석기로 분석을 하여 [Table 7]에 제시하

다. 전체성분 중 CaO가 40.8%로 대부분을 차지하

으며, 다음으로는 Cl(12.2%), SiO2(11.6%),

K2O(8.69%), Al2O3(7.14%), TiO2(5.71%),

MgO(5.57%), Na2O(2.53%), P2O5(2.41%) 순으로 높

았다. 중금속류로는 화합물형태로 Cr2O3(0.372%),

Fe2O3(1.13%), NiO(0.0354%), CuO(0.0641%),

ZnO(0.0995%)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강원도 T시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의 특

성을 조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적정관리 방안 및 처리

방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겉보기 도는평균231 kg/m3이었으며, 생활권이

비슷한강원 서지역및춘천시와유사하 다.

2. 가연성분과 비가연성분은 각각 94.0%와 6.0%이

었으며, 가연성분 중 음식물류폐기물(32.3%)과

종이류(41.2%)는 최근의 타 지역에 비하여 여전

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3. 삼성분 중 수분, 가연분, 회분의 함량은 각각

41.3%, 50.5%, 그리고 8.2%이었다. T시의 수분

함량이 높은 것은 음식물류폐기물 함량이 32.3%

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철

저한 분리배출에 대한 계도 및 홍보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4. 원소조성 중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염소의

함량은 각각 51.4%, 6.3%, 26.7%, 1.1%, 0.2%,

0.5%를 나타내었다.

5. 습윤저위발열량은 2,704 kcal/kg으로 춘천시의

2,764 kcal/kg 보다는 다소 낮았으나 구로구,

고양시의 1,467~1,584 kcal/kg 보다는 1,000

kcal/kg 이상 높았다.

6. 조제된 소각재의 용출시험 실시결과 모두 지정폐

기물 판정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여 큰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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