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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는 전 지구적 위협인 지

구온난화에 응하기 위해 제3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

축목표가 담긴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

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량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

ness as Usual)의 30%까지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

표한 바 있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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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velop for the emission factor of greenhouse gas (GHG) from medium and small-

scaled incineration facility using RPF which is considering as a part of renewable energy in UNFCC. The actual

concentration of the exhaust gas and the fuel composition of RPF were measured for the calculation of GHG emission

factor in RPF incinerators, and were compared with the IPCC guideline. The CO2 and N2O emission factors by the

actual concentration of exhaust gas were 2.3575±1.0070 tCO2/tRPF and 0.0014±0.0014 tN2O/tRPF respectively.

Also, CO2 emission factor by the RPF composition was 2.7057±0.0540 tCO2/tRPF. The GHG emission factor per

energy by the actual concentration was 83.0867±26.0346 tCO2e/TJ which showed higher consistency with the GHG

emission factor (80.3967 tCO2e/TJ) of waste plastic in the IPCC guideline (2006b). The CO2 and N2O emission factor

calculated in this study is considered as a meaningful data for GHG emission factor of RPF incineration facility

because of not being developed in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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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2011).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

계획(Prime Minister’s Office, 2008)에 의해 미래 국가

에너지수요의 안정적인 확보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신에너지 및 재

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이용촉진법)을 재

정하 다. 2009년 국내 총 1차 에너지 243.3백만 TOE

중 신재생에너지는 6.1백만TOE로 2.5%에 불과하지

만 2030년에는 보급목표를 세계적 추세인 11%로 정

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유

도할 계획이다. 이용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1개

의 신 재생에너지 분야 중에서 폐기물에너지는 2009

년 기준으로 연간 4.6백만 TOE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7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Ministry of

Environment, 2010)하고 있는데 폐기물에너지의 주

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고형연료이다. 고형연료

에는 RDF (Refuse Derived Fuel), RPF (Refuse Plastic

Fuel), TDF (Tire Derived Fuel), WCF (Wood Chip Fuel)

등이 있다. 이들 연료의 연간 생산량은 2009년 현재

각각 12,461톤, 120,525톤, 27,680톤, 27,701톤으로 총

188,367톤이며 이중 RPF의 비중이 64.0%를 차지하

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0). RPF는 폐비

닐을 고형화한 연료로 RDF보다 발열량이 높고 비용

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용이 증

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맞추어 RPF 제조공정이

복잡하지 않고 설치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제조

업체 또한 증가하고 있다. RPF는 이와 같이 에너지

로서 상당한 이용가치가 있으나 반면에 소각시 유해

기오염물질로 인한 2차적 피해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Mutual Aid for Korea Industrial Waste Treatment,

2008; Ryu et al., 2008). 따라서 RPF에 해서는 에너

지 이용과 기오염방지라는 두 측면에 한 고려가

함께 요구되고 있다. RPF는 석유계 물질로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고 있으나 최근 시행되기 시

작한 에너지 목표관리제에서 온실가스 삭감 상물질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1). 이에 RPF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온실가스

를 이중으로 산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

기도 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온실가스 삭감여부를

논하는 것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RPF 사용에 따른

배출계수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국내에 적용

가능한 RPF 배출계수를 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이를 위해 IPCC 지침을 참고하여 배출계수를 산

정하는 한편, 실제 배출가스 농도 측정 및 RPF 성분

조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

을 시도하 다. 이는 RPF 소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량을 파악하고 RPF가 국내 폐기물에너지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2. 재료 및 방법

2. 1 상시설 선정

본 연구를 위해서 경기도내에서 정상조업 중인 RPF

소각시설 9개소 중 소각로 형식이나 용량 등을 고려

하여 5개소를 선정하 다. 조사기간은 2010년 6월~

2011년 10월에 걸쳐 시행하 으며 조사일수는 사업

장 당 각각 2일씩으로 하 다. 상 시설들의 RPF

사용현황 및 소각로 및 방지시설 종류를 표 1에 도

시하 다. 이들 소각시설의 RPF 소각용량은 9톤 내

외의 소형은 2개소로 모두 고정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17톤 내외의 중형은 3개소로 2개소는 계단식

화격자방식을, 1개소는 회전로상방식을 사용하고 있

다. 주입방식은 모두 수작업에 의한 연속주입식이며

방지시설은 모두 싸이클론-멀티싸이클론-반건식(건

식) -백필터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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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PF incineration facilities for this study.

Company
Incineration

Grate type Injection type Control facility (m3/min)
capacity (t/d)

SS
S 9.12 Fixed bed Continuous injection Cyclone→Multi Cyclone→DA→Bag filter (300)
H 9.48 Fixed bed Continuous injection Cyclone→Multi Cyclone→SDA→Bag filter (300)

D 21.60 Rotation grate Continuous injection Cyclone→Multi Cyclone→DA→Bag filter (420)
MS J 14.40 Cascade grate Continuous injection Cyclone→Multi Cyclone→SDA→Bag filter (550)

T 16.80 Cascade grate Continuous injection Mulyi Cyclone→Cyclone→SDA→Bag filter (380)

※SS: Small scale, MS: Middle scale, DA: Dry Absorber, SDA: Semi Dry Absorber



상 시설은 모두 섬유를 염색하는 사업장으로 제

품생산 공정 및 방지시설 계통도는 그림 1과 동소

이하다. RPF 소각로는 증기를 생산하여 염색 및 다림

질 공정에 열원을 공급하며 부족한 증기는 B-C 보조

보일러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2. 2 연구 상물질 및 시료채취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선정한 온실가스 성분은 CO2, N2O

로 하 으며 부가적으로 O2, 수분, 배출가스량을 추

가하 다. CH4는 소각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CO2

와 N2O에 비해 상 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측정항목에서 제외하 으며 프레온 등의 온실

가스는 냉매나 소화재 등에 사용하는 가스상 물질로

RPF 내에는 함유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조사

상에서는 제외하 다.

측정 상성분 중 O2, CO2, N2O는 연속측정장비인

Madur사의 Photon II를 사용하여 매 15초 주기로 1일

2~3시간씩 연속측정을 실시하 다. 측정시간 및 횟

수는 RPF 투입 방식이 시설규모에 따라 4~8분 간

격으로 50~100 kg을 일정하게 투입하고 있어 연소

상태가 일정하다고 파악되는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

사이의 시점을 택하 으며 여건을 고려해 일정기간

후 1일 추가 측정하는 것으로 하 다. 수분량은 기

오염공정시험기준(Ministry of Environment, 2011)의

임핀저 방법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전자저울을 이용

한 전후 무게차를 통해 구하 으며 배출가스량은 스

택샘플러를 이용하여 등속흡인상태에서 측정하 다.

수분과 스택 샘플러의 사용주기는 동일한 20분으로

하 으며 측정횟수는 1일 5회로 하 다. 상물질의

시료채취는 소각시설 방지시설 후단에 위치한 연돌

의 측정공에서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방법 및 장비, 분석간격은 표 2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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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배출계수 산정

IPCC에서는 소각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

법으로 측정자료의 불확도와 활동도에 따라 Tier 1부

터 Tier 3 까지 제시하고 있으며 관계식은 다음과 같

다(IPCC, 2006b).

44
EF==CF×FCF×OF×mmm (1)12

EM==AD×EF (2)

EF: emisssion factor of greenhouse gas (t/t)

CF: fraction of carbon in the dry matter

FCF: fraction of fossil carbon in the total carbon of com-

ponent

OF: oxidation factor (fraction)

EM: emissions of greenhouse gas (t/d)

AD: activity degree - fuel consumption (t/d)

IPCC와 별개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측자료를

이용한 배출계수 및 배출량 산정은 다음의 식을 이

용하 다.

EF==Q×C×1 kg∙mol/22.4 m3×10-6/W (3)

EM==AD×EF (4)

Q: gas emissions (m3/d)

C: concentration of greenhous gas (ppm)

W: incineration volume of RPF (t/d)

EM: emissions of greenhouse gas (t/d)

AD: activity degree - fuel consumption (t/d)

단위 에너지당 온실가스 배출계수(kg/GJ, kg/TOE)

는 아래와 같이 연료의 발열량이나 석유환산계수를

이용하여 단위환산을 통해 구한다. 발열량은 저위발

열량(kcal/kg)을 사용하 다. TOE (tonnage of oil equiv-

alent)는 석유환산톤이라고 하며 원유(석유) 1톤을 연

소하 을 때 발생하는 열량으로 1 TOE는 10,000,000

kcal에 해당한다(IPCC, 2006a).

EF (tCO2/t)EF (tCO2/TJ)==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
H (kcal/kg)×4.186×10-6 (TJ/kcal)

(5)

EF (tCO2/t)EF (tCO2/TOE)==mmmmmmmmmmmmmmmmmmmmmmmmmm
H (kcal/kg)×10-4 (TOE/kcal)

(6)

3. 결과 및 고찰

3. 1 배출가스 농도 측정결과

3. 1. 1  온실가스농도 실측결과

온실가스 실측을 위해 방지시설 후단에서 직접 측

정한 온실가스 농도를 표 3에 도시하 다. 동 측정결

과는 표준산소농도를 고려하 는데 이는 소각로 출

구와 방지시설 구간에서 공기혼입으로 인한 인위적

인 농도희석을 보정하기 위해 기오염공정시험기준

에서 상물질에 따라 정한 연소상태에서의 정상적

인 산소농도이다. 동 연구에서는 고형연료에 한 표

준산소농도인 12%를 사용하 으며 실제 산소농도를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공기비로 보정하 다.

표 3에 의하면 CO2값은 평균 7.0%에 변동계수는

4.4%로 모두 매우 안정적인 측정값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N2O는 47.86 ppm 에 변동계수가

120.1%로 편차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Table 2. Analysis method and analyzer for testing com-
ponents.

Components
Analysis 

Analyzer
Analysis

method interval

O2, CO2, N2O NDIR
Gas analyzer

15 sec
(Aust, Madur Photon II)

Moisture Gravimetric Impinger 20 min

Exhaust gas
Stack sampler ′′volumn

Table 3. Controlled concentration of GHG from RPF incin-
eration facilities.

Company
CO2 N2O CH4 O2 Number of 
(%) (ppm) (ppm) (%) samples

S 6.96 131.48 ND 17.40 556
H 6.94 84.32 ND 13.38 1,735
D 6.77 2.62 ND 12.32 720
J 6.80 5.14 ND 13.24 1,180
T 7.54 15.76 ND 10.69 1,576

Average 7.00 47.86 0.0 13.41 1,153
STDEV 0.31 57.50 0.0 2.48 -

CV (%) 4.4 120.1 0.0 18.5 -

※STDEV: Standard Deviation, CV: Coefficient of Variation, ND: Not

Detection



3. 1. 2  수분 및 배출가스 유량

RPF는 연소과정에서 RPF에 포함된 수분이 수증

기형태로 배출가스와 함께 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일 5회씩 총 10회의 수분을 연속으로 측정하 다.

또한 배출가스 유량을 스택샘플러를 이용하여 등속

으로 흡인하며 유량을 환산하 으며 그 측정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배출가스중의 수분은 평균 6.6%

(변동계수 18.4%)을 나타내어 소각시 가스유량의 크

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수분 함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다만, 배출가스량(Q)은 소각시설의

규모에 따라 2,880~17,607 m3/h (평균 9751.8 m3/h, 변

동계수 66.1%)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Q/W는 소

각량 비 배출가스량을 나타낸 것으로 평균 1.707

m3/t을 나타내었으며 변동계수가 40.9%로 RPF 소각

량 당 배출가스량은 비교적 일정하 다.

3. 2 농도실측에 의한 CO2 및 N2O 배출계수

산정

3. 2. 1  CO2배출계수 산정

배출가스 실측농도를 이용하여 산정한 RPF 소각시

설의 CO2배출계수를 표 5에 나타내었다. CO2배출계

수는 2.3576±1.0070 tCO2/tRPF (이하 tCO2/t)으로 나

타났으며 변동계수값은 42.7% 다. 이는 전술한 CO2

농도의 변동계수 4.4%와는 매우 다른 결과 다. 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몇가지 비를 시도하 다. RPF

일일 사용량 10톤 미만인 S, H사의 CO2 배출계수는

평균 1.3022 tCO2/t를 나타내었으며 10톤 이상 사용

하는 D, J, T의 3개사 CO2의 배출계수는 평균 3.0612

tCO2/t로 10톤 이상/10톤 미만의 비가 2.4를 나타내었

다. 이러한 특징은 10톤 미만 시설의 소각평균량이

7.916 tRPF/d이며 10톤 이상 시설의 소각평균량은

15.124 t/d로 두 규모별 비가 1.9인 것과도 유사하

다. 또한 표 4의 Q/W비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10

톤 미만 시설은 평균 0.904 m3/t를 나타낸 반면 10톤

이상 시설은 평균 2.210 m3/t으로 2.3배의 차이가 나

는 것과도 매우 일치하고 있다. 이결과는 시설용량이

클수록 배출계수가 높은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이에

따라 편차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의 원인은

10톤 미만 소각로의 경우 고정상 방식을, 10톤 이상

은 계단식화격자와 회전로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소각로 형상에 따른 소각물의 완전연소 여부와 관련

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고정상 방식은 소각

공간이 제한적이고 소각로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

적으로 짧아 소각물을 충분히 연소하지 못하는 한

계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Na et al., 2011). 한편,

RPF의 발열량을 이용하여 환산한 CO2배출계수는

71.8837 tCO2/TJ이었다.

3. 2. 2  N2O 배출계수 산정

배출가스 실측농도를 이용하여 산정한 N2O의 배

출계수는 표 6과 같이 평균 0.0014±0.0014 tN2O/tRPF

(이하 tN2O/t) 으며 변동계수는 100.3%로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볼 때 RPF 일일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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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isture and exhaust gas flow rate of RPF incin-
eration facilities.

Company Moisture Q W Q×24

(%) (m3/h) (tRPF/d) (W×10000)

S 8.1 3,423.3 8.152 1.008
H 5.5 2,880.4 7.680 0.900
D 7.2 11,226.0 13.146 2.049
J 6.8 13,622.3 14.826 2.205
T 5.2 17,607.2 17.80 2.374

Average 6.6 9,751.8 12.321 1.707
STDEV 1.2 6,444.5 4.356 0.698
CV (%) 18.4 66.1 35.4 40.9

※Q: gas emissions, W: incineration volume of RPF

Table 5. Controlled Emission factors of CO2 from RPF incineration facilities.

Company Q (m3/h) CO2 (%) W (tRPF/d) Emissions (tCO2/d) EF (tCO2/t) EF (tCO2/TJ)

S 3,423.3 6.96 8.152 11.229 1.3774 36.1382
H 2,880.4 6.94 7.680 9.423 1.2270 31.8299
D 11226.0 6.77 13.146 35.822 2.7249 92.9331
J 13622.3 6.80 14.826 43.658 2.9447 102.8343
T 17,607.2 7.54 17.800 62.552 3.5141 95.6828

Average 9,751.8 7.00 12.321 32.537 2.3576 71.8837
STDEV 6,444.5 0.31 4.356 22.492 1.0070 34.8190
CV (%) 66.1 4.4 35.4 69.1 42.7 48.4



10톤 미만인 시설의 배출계수는 평균 0.0028 tN2O/t

이었으나 10톤 이상인 시설의 평균 배출계수 값

0.0005 tN2O/t으로 CO2의 경우와 반 로 10톤 미만

시설이 5배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Jang et al. (2000)은 유동층연소로에서 온도가 높을

수록 N2O가 쉽게 분해되어 배출농도가 낮아진다고

보고 한 바 있다. 그림 2는 10톤 미만인 S사의 시간

흐름에 따른 N2O의 농도 변화내역을 나타낸 것인데

RPF 주입 초기 2분 동안 10 ppm 정도 증가하다가 7

분 동안 증가폭만큼 서서히 낮아지는 특성을 보 다.

이는 주입초기 농도가 증가하다 온도증가와 함께 낮

아지는 것과 일치한 현상으로 소각량이 많은 시설에

서 소각로 내부온도가 더 높아 상 적으로 낮은 N2O

가 발생한 것과도 일치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IPCC 가이드라인(2006b)에서 고정연소시 N2O 불

확도를 평균값의 100%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

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 10

톤 미만인 소형의 경우 10톤 이상의 중형과는 달리

소각로 바닥에서 머무는 시간이 통상 5~10분에 그

치고 있어 완전연소가 상 적으로 미흡한 것이 그 원

인으로 파악된다. 한편, RPF의 발열량을 이용하여 환

산한 N2O 배출계수는 0.0377 tCO2/TJ이었다.

3. 3 성분조성을 이용한 CO2 배출계수

3. 3. 1  RPF 성분조성을 이용한 CO2배출계수

RPF는 고형연료 품질기준에 의해 등급으로 관리

하고 있으나 제조사 별로 그 성분에 다소 차이가 있

게 마련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RPF는 조사 상 소

각시설에 공급된 연료를 상으로 하 으며 해당 성

분분석결과서에 의해 제시된 성상분석자료를 이용하

여 IPCC Tier 1의 방법에 의해 CO2배출계수를 산정

하 으며 표 7에 도시하 다. 건조함량은 성분분석결

과서의 자료를 활용하 으며 탄소함량과 화석탄소비

율(FCF)및 산화계수(OF)는 IPCC 가이드라인에서 폐

플라스틱에 해 정한 기본값인 1.0 kg/kg을 이용하

다. 산정결과 RPF의 tCO2/t 배출계수는 2.7057±

0.0540 tCO2/t이었으며 변동계수값이 2.0%로 매우 안

정된 값을 나타내었다. 농도실측에 의한 배출계수값

2.3576 tCO2/t보다는 14.8% 높은 값이었다. 다만, 성

분조성에 의한 경우 N2O의 자료에 한 정보는 제

시하고 있지 않아 전체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구하는

데는 한계로 작용하 다.

3. 3. 2  MSW 중 폐플라스틱의 CO2배출계수 산정

IPCC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값으로 Tier 1을 제시

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에서 국가고유의 자료를 활용

하여 배출계수를 구하는 Tier 2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RPF의 경우 IPCC 가이드라인 Tier 1이나 Tier

2에 의한 별도의 배출계수값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ier 1을 참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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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rolled emission factors of N2O from RPF incineration facilities.

Company Q (m3/h) N2O (mL/m3) W (t/d) Emissions (tN2O/d) EF of N2O (tN2O/t) EF of N2O (tN2O/TJ)

S 3,423.3 131.48 8.1520 0.0289 0.0035 0.0930
H 2,880.4 84.32 7.6800 0.0156 0.0020 0.0527
D 11226.0 2.62 13.146 0.0019 0.0001 0.0049
J 13622.3 5.14 14.826 0.0045 0.0003 0.0106
T 17,607.2 15.76 17.800 0.0178 0.0010 0.0272

Average 9,751.8 47.86 12.321 0.0138 0.0014 0.0377
STDEV 6,444.5 57.50 4.356 0.0109 0.0014 0.0361
CV (%) 66.1 120.1 35.4 79.4 100.3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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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centration time series of O2, CO2 and N2O from
S company.



배출계수 산정을 시도하 다. 이를 위해 RPF의 주원

료가 도시생활폐기물 중 폐비닐 성분을 상으로 하

고 있어 생활폐기물 중의 폐플라스틱과 가장 유사하

다는 가정하에 도시생활폐기물 성상분석자료를 활용

하 다. 성상분석자료는 1996년과 2001년, 2006년에

실시한 국내 전국폐기물통계조사(NIER, 2007; MOE,

2002; KEI, 1997)에서 제시한 도시생활폐기물 중 폐

플라스틱 자료를 이용하 으며 산정한 온실가스 배

출계수를 표 8에 표기하 다. 배출계수 산정에 필요

한 건조함량과 탄소함량은 동 통계자료를 활용하

으며 탄소함량과 산화계수는 IPCC 가이드라인 제시

값을 사용하 다. 표 9에 의하면 국내 생활폐기물 중

의 폐플라스틱 CO2 배출계수는 1996년 2.245 tCO2/t

에서 2001년 1.660 tCO2/t으로 감소하 다가 2006년

2.605 tCO2/t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

년과 2006년의 배출가스 값에 큰 변화가 발생한 이

유는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2001년 동 플라스틱 중

의 수분함량이 35~40%이었던 데 반해 2006년에는

7~9%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수분의 차이에 의한

향이 아닌가 추정된다.

또한 Jang et al. (2008)은 IPCC의 Tier 2를 이용한

폐기물 소각처리연구에서 도시생활폐기물 중 플라스

틱의 배출계수를 1996년 2.346 tCO2/t에서 2001년

1.650 tCO2/t으로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Chung et

al. (2008)은 소각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연구에

서 2001년 생활폐기물 중 폐플라스틱의 배출계수를

1.964 tCO2/t으로 보고하 으며 2006년은 2.750 tCO2/t

으로 보고하여 그 값이 체로 유사하 다.

2006 IPCC 가이드라인 Tier 1에서 제시하는 도시

생활폐기물 중의 플라스틱에 한 기본값은 건조중

량을 100%, 건조물당 평균탄소함량은 75%, 탄소량 중

화석탄소의 평균함량을 100%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값을 이용하여 환산한 CO2 배출계수는 2.750 tCO2/t

으로 동년 선행연구자료와 같거나 약간 높은 값을 나

타내었다. 본 연구의 배출가스 농도 실측 값인 2.3576

tCO2/t이나 성분조성에 의한 배출계수값 2.7057 tCO2/t

또한 동 측정결과의 범주내에 있어 그 유사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다만, 동일한 폐플라스틱이라도 플라

스틱 성상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도시폐기물

중의 폐플라스틱은 덩어리형태의 형상을 가지는 데

반해 RPF는 폐비닐을 고형화시킨 것으로 도의 차

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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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2 emission factors using the composition of RPF.

Company Dry content (kg/kg) Carbon content (kg/kg) FCF/OF (kg/kg) EF (tCO2/t) EF (tCO2/TJ)

S 0.994 0.750 1.0/1.0 2.7335 71.7148
H 0.998 0.750 1.0/1.0 2.7431 71.1628
D 0.950 0.750 1.0/1.0 2.6122 89.0891
J 0.984 0.750 1.0/1.0 2.7060 94.4988
T 0.994 0.750 1.0/1.0 2.7335 74.4315

Average 0.984 0.750 1.0/1.0 2.7057 80.1794
STDEV 0.02 0.000 0.000 0.0540 10.8445
CV (%) 2.0 0.0 0.0 2.0 13.5

Table 8. CO2 emission factors of waste plastics by IPCC
guideline.

Year
EF of waste plastics

Remarks
(tCO2/t)

1996 2.245 NIER (2007),
2001 1.660 MOE (2002), 
2006 2.605 KEI (1997)

1996 2.346
Jang et al. (2008)

2001 1.650

2001 1.964
Chung et al. (2008)

2006 2.750

2006 2.750 IPCC (2006b)

Table 9. Calorific value of RPF using each company.

Company ΔH (kcal/kg)

S 9,110
H 9,213
D 7,008
J 6,844
T 8,778

Average 8,191
STDEV 1,167
CV (%) 14.2



3. 4 RPF 에너지를 이용한 CO2 배출계수

3. 4. 1  발열량을 이용한 CO2배출계수

IPCC에서는 연료의 경우 발열량을 이용하여 에너

지당 CO2 배출계수(tCO2/TJ)를 구하는 방법을 식(5)

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사업장에

서 사용하는 RPF의 발열량을 기준으로 에너지당 CO2

배출계수를 환산하 으며 각 사업장의 RPF 발열량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평균값은 8,191 kal/kg 이

었다. 이 값을 이용하여 구한 에너지당 배출계수는 표

5, 7에 나타낸 것처럼 실측농도에 의한 경우 71.8837

±34.8190 tCO2/TJ 으며 RPF 성분조성에 의한 경우

80.1794±10.8445 tCO2/TJ로 후자가 11.5% 더 높았다.

본 연구결과와 다른 연료와의 배출계수를 검토하

기 위해 선행연구자료에 한 에너지당 CO2배출계

수를 조사하 으며 그 결과를 표 10에 도시하 다.

표 10에서 Yun (2007)은 IPCC 가이드라인을 이용하

여 구한 RDF와 다른 연료와의 배출계수 산정에서

RDF의 경우 유연탄과 유사한 94.8 tCO2/TJ을 제시

하 으며 사업장 폐기물인 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

어, 폐유보다 높은 배출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

다. 동 값은 실측농도에 의한 값 71.8837 tCO2/TJ

과 성분조성에 의한 값 80.1794 tCO2/TJ에 비해서는

각각 24.3%, 15.4%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다만, 1개

사의 자료만을 사용한 것은 본 연구와의 차이점이라

고 할 수 있다.

3. 4. 2  TOE를 이용한 CO2배출계수

TOE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각기 다른 에너

지원들을 표준화한 단위로 원유 1 ton의 발열량이 107

kcal인것을 기준으로 환산한 석유환산톤 값이다. 따라

서 원유의 발열량 10,000 kcal/kg을 기준하여 RPF의

발열량이 8,000 kcal/kg일 경우 석유환산계수는 0.8이

되며 CO2 배출계수(tCO2/t)을 석유환산계수로 나눈

값이 RPF의 석유환산 배출계수값(tCO2/TOE)이 된다.

연구 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RPF에 해 석유환

산톤으로 환산한 석유환산 배출계수를 표 11에 나타

내었다. 농도실측에 의한 석유환산 배출계수는 3.3547

±0.4538 tCO2/TOE이었으며 RPF 성분조성에 의한 석

유환산배출계수는 3.0076±1.4568 tCO2/TOE로 에너지

당 CO2배출계수의 경우와는 반 로 전자가 11.5%더

높게 나타났다. 동 결과는 일본 플라스틱처리촉진협

회에서 제시한 RPF 발열량이 8,000 kcal/kg일 경우의

배출계수 값 1.96 tCO2/TOE보다 1.6배 높은 값이었다.

다만, 일본의 배출계수값은 본 연구 상 사업장 중 10

한국 기환경학회지 제28권 제4호

430 나경호∙송일석∙최시림∙유재인∙박익범∙김진길

Table 10. CO2 emission factor of alternative fuels.

Sort of fuel
Emission factor

Remarks
(tCO2/TJ)

Crude oil 73.3
Motor gasoline 69.3
Other kerosene 71.9
Diesel oil 74.1
Residual fuel oil 77.4
Natural gas 56.1
Waste Oils 73.3 IPCC (2006a)
Anthracite 98.3
Bituminous Coal 94.6
Municipal Wastes

91.7
(non-biomass fraction)
Municipal Wastes

100.0
(biomass fraction)

Waste tires 89
Waste plastics 80.57 Yun (2007)
RDF 94.8

RPF (exhaust gas
71.8837

concentration) This study
RPF (RPF component) 80.1794

Table 11. CO2 emission factors of RPF by TOE. 

Company
Coefficient of Concentration measurement Composition of RPF

oil equivalent EF (tCO2/t) EF (tCO2/TOE) EF (tCO2/t) EF (tCO2/TOE)

S 0.9110 2.7335 3.0005 1.3774 1.5120
H 0.9213 2.7431 2.9775 1.2270 1.3318
D 0.7008 2.6122 3.7275 2.7249 3.8883
J 0.6844 2.7060 3.9538 2.9447 4.3026
T 0.8778 2.7335 3.1140 3.5141 4.0033

Average 0.8191 2.7057 3.3547 2.3576 3.0076
STDEV 0.1167 0.0540 0.4538 1.0070 1.4568
CV (%) 14.2 2.0 13.5 42.7 48.4



톤 미만의 평균값 1.4219 tCO2/TOE보다는 1.3배 높은

값에 해당하 으며 10톤 이상의 평균값 4.0648 tCO2/

TOE보다는 2.1배 낮은 경향을 나타내어 분명한 차이

를 나타낸다고 할 수 없었다. 이는 3.4.1에서 제시한

것처럼 각 사업장의 CO2 배출계수와 사업장에서 사

용하는 RPF 발열량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3. 5 온실가스(GHG) 배출계수

3. 5. 1  배출가스 농도 실측에 의한 GHG 배출계수

온난화지수 (GWP)는 온실가스별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낸 값으로 CO2를 기준으로 온

난화정도를 지수로 표현한다. 온난화지수를 고려한

개별 온실가스의 총 발생량은 CO2상당량(CO2e/t)으

로 표기한다. IPCC 가이드라인(1995)에 의하면 CO2,

CH4와 N2O의 온난화지수를 각각 1, 21, 310으로 제

시하 으나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를 각각

1, 25, 298로 보완 수정하 다. 2006 IPCC 가이드라인

제시값을 이용하여 배출가스 실측농도의 온실가스 배

출계수를 구한 결과를 표 12에 나타내었다. 표 12에

의하면 RPF 소각시설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2.7775

tCO2e/t 으며 변동계수는 26.4%이었다. 변동계수값은

CO2및 N2O의 개별 배출계수 변동계수값 인 42.7%

와 100.3%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연소조건에 따른

차이를 상쇄한 결과로 파악된다. 즉, 완전연소조건이

상 적으로 열악한 10 t/d 미만의 경우 CO2의 온실가

스 상당량 배출계수는 2.1342 tCO2e/t로 10톤 이상의

동 배출계수 3.2063 tCO2e/t과는 10톤 이상/10톤 미만

의 비가 1.5로 CO2배출계수의 경우 동 비가 2.4 던

데 비하면 편차가 매우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N2O 온난화지수를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한 CO2와 N2O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비중은 온난화

지수를 고려할 경우 84.9%와 15.1%로 나타났는데 이

는 N2O에 한 관리 또한 의미있는 사항임을 제시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RPF의 발열량을 이

용한 에너지 전환값은 83.1494 tCO2/TJ 다.

3. 5. 2  RPF 성분조성에 의한 GHG 배출계수

RPF 조성에 의한 GHG 배출계수의 경우 RPF 성분

은 원소분석을 통해 C, H, N, S, O, Cl, 회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CO2를 제외한 N2O나 CH4에 한

정보는 얻을 수 없어 정상적인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별도로 구할 수 없었다. 탄소의 경우는 연료 중의 탄

소성분이 부분 CO2로 바뀌고 CO의 양은 상 적

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CO2의 배출계수값인 2.7057

±0.054 tCO2/t을 사용하고 열량으로 환산할 경우 역

시 80.1794±10.8445 tCO2/TJ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농도실측결과와

오차가 크지 않다는 점과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은 이용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

3. 5. 3  RPF 에너지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계수

3. 5. 3. 1  발열량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계수

IPCC 가이드라인(2006a)에서는 도시폐기물의 비

바이오메스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표 13와 같이 제시

하고 있는데 표 13에 의하면 에너지편에서는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계수에 지구온난화지수를 적용하여 도

시폐기물에 해 93.6420 tCO2e/TJ로 제시하고 있으

며 폐기물편에서는 도시폐기물 중 플라스틱 소각에

한 온실가스 배출계수에 지구온난화지수를 적용하

여 80.3967 tCO2e/TJ이라는 값을 제시하고 있다. 동 값

은 도시폐기물과 도시폐기물 중 플라스틱이라는 차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결과와 좋은 비교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도시폐기물 중 플라스틱의 온실가

농도실측 및 연료 성분조성에 의한 중소형 RPF 소각시설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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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ntrolled emission factor of CO2 equivalent from RPF incinerators.

Company EF of CO2 (tCO2e/t) EF of N2O (tCO2e/t) GHG EF of RPF (tCO2e/t) GHG EF of RPF (tCO2e/TJ)

S 1.3779 1.0577 2.4356 63.8988
H 1.2271 0.6058 1.8329 47.5494
D 2.7254 0.0429 2.7683 94.4119
J 2.9454 0.0905 3.0359 106.0202
T 3.5161 0.2986 3.8147 103.8664

Average 2.3584 0.4191 2.7775 83.1494
STDEV 1.0076 0.4204 0.7335 26.0627
CV (%) 42.7 100.3 26.4 31.3



스 배출계수 80.3967 tCO2e/TJ는 농도실측에 의한 결

과값인 83.1494 tCO2e/TJ과 불과 4.5% 낮게 나타나

일치성이 매우 높았다. 다만, 농도실측에 의한 경우

일일 10톤 이하의 소각시설에서는 55.7241 tCO2e/TJ,

10톤 이상의 소각시설에서는 101.4328 tCO2e/TJ로

10톤 이상/10톤 이하의 비가 1.8로 다소 높아 N2O의

향이 어느 정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3. 5. 3. 2  TOE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계수

석유환산톤(TOE)을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산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측농도를 이용하

으며 그 결과를 표 14에 나타내었다. 표 14에 의하면

RPF의 석유환산톤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3.4780±

1.0898 tCO2/TOE로 변동계수값은 31.3%로 편차가

그리 크지 않아 실측값을 활용한 석유환산톤 온실가

스 배출계수값의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6 온실가스(GHG) 배출량 산정

3. 6. 1  RPF 소각시설의 연간 GHG 배출량

연구 상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여하는 온

실가스는 CO2와 N2O 으며 이들에 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연간 온실가스배출량은

표 15과 같다. 표 15에 의하면 CO2와 N2O의 온실가

스 상당량의 합은 2.7767 tCO2e/t 으며 변동계수는

26.4%로 측정값 간 편차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

다. 한편 배출계수값을 이용하여 산출한 각 사업장의

연간 온실가스 발생량은 소각로의 소각용량에 따라

5,138~24,771 tCO2e/y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동 자

료는 향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해당여부를 판단하

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6. 2  국내 RPF의 GHG 배출량

MOE (2010)의 전국폐기물발생 현황자료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중 폐플라스틱의 총발생량은 1,028,096 t/y

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RPF로 생산되는 양은 67,000

t/y으로 6.5%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RPF 생산량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의 RPF 성분분석 및 농도실측

에 의한 연간 온실가스 발생량을 구하 으며 이를 표

16에 도시하 다. 표 16에 의하면 농도실측에 의한

CO2배출량은 0.1860 MtCO2e/y으로 나타났으며 RPF

성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0.1813 MtCO2e/y로 두 값의 차이는 2.6%에 불과하

다. 이 값은 2009년 국내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발

생량은 5.7 MtCO2e/y의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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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GHG emissions from RPF incinerators.

Company
Coefficient of EF of GHG EF of GHG
oil equivalent (tCO2e/t) (tCO2/TOE)

S 0.911 2.4356 2.6735
H 0.9213 1.8329 1.9895
D 0.7008 2.7683 3.9502
J 0.6844 3.0359 4.4359
T 0.8778 3.8147 4.3460

Average 0.8191 2.7775 3.4790
STDEV 0.1167 0.7335 1.0905
CV (%) 14.2 26.4 31.3

Table 15. GHG emissions from RPF incinerators.

Amount of 
EF of GHG

Emissions of
Company incineration GHG

(tRPF/d)
(tCO2e/t)

(tCO2e/y)

S 8.152 2.4356 7,246
H 7.680 1.8329 5,138
D 13.146 2.7683 13,280
J 14.826 3.0359 16,425
T 17.800 3.8147 24,771

Average 12.321 2.7775 13,372
STDEV 4.356 0.7335 7,820
CV (%) 35.4 26.4 58.5

Table 16. Calculation of domestic CO2 emissions for the
RPF industry.

Amount of 
EF of GHG

Emissions
Division production of GHG

(tRPF/y)
(tCO2e/tRPF)

(MtCO2e/y)

RPF component 
67,000 2.7057 0.1813

analysis
Concentration 

67,000 2.7767 0.1860
real measuring

Table 13. GHG emission factors of municipal solid waste
by IPCC guideline 2006. (Unit: tCO2e EF/TJ)

Division
EF of EF of EF of Total 

Target
CO2 N2O CH4 EF

MSW 91.700 0.00400 0.0300 93.6420 Energy
Plastic of 

80.341 0.00017 0.0002 80.3967 Waste
MSW



4. 결 론

폐기물의 재이용 측면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RPF에 한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 연구에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 상 RPF 소각시설의 기방지시설 후단에서

실측한 온실가스 중 CO2농도는 7.00±0.31%로 매

우 안정적인 배출형태를 보 으며 N2O는 47.86±

57.50 ppm으로 연소특성에 따른 차이를 반 하

다.

2. 배출가스 농도실측에 의한 온실가스 개별물질의 경

우 CO2 배출계수는 2.3575±1.0070 tCO2/t로 나타

났으며 한편, 10톤/일 미만 소각시설의 배출계수는

1.3022 tCO2/t, 10톤/일 이상 시설은 3.0612 tCO2/t

로 10톤 이상/10톤 미만의 비가 2.4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규모간 소각량 당 배출가스량의 비인 2.3

과 매우 일치한 것으로 소각량과 배출가스량이 많

을수록 CO2 배출계수가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한

편, N2O 배출계수는 0.0014±0.0014 tN2O/t로 나타

났으며 10톤 이상/10톤 미만의 비는 0.2로 CO2의

경우와 반 로 소각량과 배출가스량이 많을수록

N2O 배출계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더욱 크게 나타

났다. 이를 합산하여 CO2상당량으로 환산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2.7767±0.7328 tCO2e/t 으

며 변동계수값은 26.4%로 상당히 안정된 값을 나

타내었다. 10톤 이상/10톤 미만의 비 또한 1.5로 온

실가스 배출계수 값에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고정상방식을 사용하는 10톤/일 미만의 경우

소각로 화상면적이 작아 충분한 연소가 이루어지

지 못한 반면 회전로상 및 계단화격자방식을 사용

하는 10톤/일 이상의 연소효율은 높았던 데 그 원

인이 있다고 파악된다. 고정상방식 소각로의 경우

미연소분 감소를 위한 연소시간 연장이나 소각로

의 재설계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성상분석을 이용한 경우 CO2배출계수는 2.7057±

0.0540 tCO2/t로 나타나 농도실측에 의한 CO2배출

계수 값 2.3575±1.0070 tCO2/t보다 14.8% 높았으

며 온실가스 배출계수값은 N2O 등의 자료가 없어

CO2배출계수 값을 그 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이 값은 농도 실측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계

수 값인 2.7767±0.7328 tCO2e/t과 2.6%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쉽

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큰 방법으로 파악된다.

4. IPCC 가이드라인 2006에서 제시한 도시폐기물 중

폐플라스틱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2.750 tCO2/t로

나타나 본 연구의 농도실측 및 성분조성에 의한 배

출계수값과는 각각 1.0% 및 1.6%의 오차를 나타

내 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높은 일치성을 나타

내었다.

5. 발열량으로 환산한 에너지 당 온실가스 발생계수는

농도실측에 의한 경우는 83.1494±26.0627 tCO2e/TJ

로 RPF 성분조성에 의한 경우 80.1794±10.8445

tCO2e/TJ보다 11.5% 높았으며 2006 IPCC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한 도시폐기물 중 폐플라스틱의 온

실가스 배출계수 80.3967 tCO2e/TJ보다 3.4% 오차

범위 내에서 높은 유사성을 나타내었다.

6. 석유환산톤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농도실

측에 의한 경우 3.4790±1.0905 tCO2e/TOE 으며

변동계수는 31.3% 다.

7. 2009년 RPF 생산량인 67,000 t/y에 본 연구의 농

도실측에 따른 RPF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구한 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0.1860 MtCO2e/y이었다. 이

는 2009년 국내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발생량인 5.7

MtCO2e/y의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본 연구에서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온실가

스 산정에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에서 미개발상태인 RPF 소각시설 온실가스 배출계

수 활용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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