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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도시고형폐기물 소각시설올 대상으로 2018년 8 월 27일부터 2018년 10월 22일 동안총 3 회에 걸쳐 도시고형

폐기물의 소각에 의해 밸생되는 N20 농도를 24시간동안연속척으로측쟁하여 발생량과배출특생을조사하였으며，배출가
스중 N20 농도측쟁은 비분산적외선분석기이DIR)를 이용하였다.N20 배출특성을조사한 철과도시고형폐기물소각시설
의 N20 발생량및발생농도는혜기물의성상보다는소각시설의소각로온도와산소농도같은운전조건에따라상이하게

발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의 N20 일일명균 발생농도는 53.6 - 59.5 ppm이며， 전체 명균농도는
55.6 뼈m으로 측갱되었다. 또한 N20 농도를 이용하여 계산된 N20 발생량은 90.41 - 108.44 kg day-l이며， 명균 발생량은
98.05 kg dafl로 조사되 었다. 이러한 철과를 바탕으로 도시고형폐기물 소각시셜의 N20 배출계수를 산출한 결과 1 ,066.1 3
~zoton_-I로생활혜기물의 TIer2 방법으로산출된 NzO 배출계수에 비해 약 20배 정도높은컬과를얻었다.따라서，폐기
물종류와소각량을 이용한 폐기물소각시성의 N20 발생량산출방식은 정확성에 대한보완이 필요할 것으로판단된다.
추쩌|어 : 폐기물 소각， 아산화질소， 도시고형폐기물， 배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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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고형폐기물소각시설의 N，o배출계수개발

폐기물로 분류하여 co，.와 N，O의 배출량으로 산정하고 있으

1.서 룰
우리나라의 201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94.5빽만톤 cα
eq. 이며， 1990년도 총배출량 292.3빽만톤

co,

eq. 에 비해

137.6% 중가하였고， 2012년도 배출량과 비교하면 1.5%가 중
가하였다. 국내 예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도 2013 년 15.0
액만톤

co, eq.‘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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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C1I.，는 소각환정을 고려하였을 때 고온에서 충분한 체류

시간으로 소각되고 었으므로 배출량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
어 배출량 산정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폐기물 소각부분

발생하는 주요 온설가스 중 co，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
고 있으나 N，O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4，5]

2.2%를 차지하고 있으

현재 국내 N, O 배출량 산갱방법은 IPCC (!ntergovemmen때

며， 매년 증가하는 추셰이다 폐기물 소각에 의한 온실가스

Panel on C1imate αange)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히는 기본 배

배출량은 7.0 빽만톤

co,

eq 로 폐기물 분야 천체 배출량의

46.7%로 배출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었다.
폐기물 분야에서 배출되는 옹설가스는 이산화탄소(Co，)，

출계수를 활용한 Tier 1 방식이 ，'+용되고 있으나 국가 및 연
소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Tier 2, Tier 3 수준의 배출계수를 개
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6].

Tier 1 방식은 옹실

메탄(대.)， 아산화질소(N，O)이며， 2013년 폐기물 분야의 Cα

가스종합정보센터가 제시한 기본 배출계수를 이용한 온실가

배출량은 6.7 빽만톤 co, 쩍.으로 예기물 분야 전체의 44.7%,

스 배출량 산청방식이고，

다I.， 배출량은

1.7 액만톤

6.6 백만톤

co,

co,

2방식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

Tier

eq 으로 44.1%, N, O 배출량은

터에서 검증·공표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활용한 온실가스

eq 으로 1 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량 산정방식으로 사업장 적용범위 및 적용기간 둥이 명

국내 폐기물 부문의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폐기물

시되어 있다..

Tier 3방식은 사업장에서 실험 분석을 통해 개

을 매립하는 대신에 소각하는 방향으로 폐기물 정책을 전환

발한 배출계수로서 사업장별 폐기물 성상과 연소특성이 고려

함에 따라 소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

되어 보다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갱이 가능하다.

년부터 2020년까지 연명균 4.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 ,2]

최근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에서

N,o

과를 살펴보면 0.042 - 1.664 않J20

발생량에 대한 연구결

tonsewage sl뺑 l로 소각시

도시고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소각처리법은 폐기물의 부

설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폐기물 성상과 연소시설의

피가 현저히 감소한 소량의 소각재만 발생하기 때문에 다량

특성을 고려한 사업장 고유배출계수의 개발과 이를 이용하

의 폐기물 처리에 용이하며， 공간적인 제약이 없으며， 기존

여 Tier 3 수준의 N, O 배출량 산정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매립지의 사용연한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소각으로 발생되

있다

는 열을 통혜 전력을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주변지역

본 연구에서는 도시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의 N, O 배출량을

에 용수 및 난방을 공급하여 정제적으로도 이점을 갖는다- 이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에 따라 환정부는 2020년까지 폐기물의 직매립 제로화를 목

통하여 도시고형폐기물 소각시셜의 N, O 배출량을 산출하고，

표로 하는 전략을 수렴하여 2011 년 기준으로 매렴율은 17.2%

N, O 배출계수를

에서 2.0"10로 현저히 떨어지는반면에 에너지화는 17.0"10까지

형예기물 소각시셜에서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 성상과 소각시

상승할예정이다

설의 운전조건에 따른 N, O 배출특성올 조사하였다 이러한

이와 같이 폐기물의 소각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각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N, O 배출농도를 연속측정을

개발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한 도시고

연구결과를 통해 정확한 온실가스 인멘토리 작성을 위한 산

정방식의 개선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서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인 α)" αI."
N，O를 배출흩}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N，O의 경우는

2. 실험방법

지구온난화 지수가 αh에 비해 310배나 높은 대표적인 온실
가스로 알려져 있으며， 폐기물 소각에 의한 발생하는 온실가
스로 N，O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 중가하고 있다[3].
폐기물분야에서 소각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와 온
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한 갱부정책 캄축목표를 만족

2.1 시료분석방법
폐기물의 채취방법은 폐기물공갱시험법의 원추4분법에 따
라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삼생분 및 유기몰 함량은 도시고형폐기물을 일정량 채취하

하기 위해 예기물소각에 의해 발생하는온실가스의 처리방

여 열풍건조기 (forced

안에 대한 다각객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N，O는 지구온난

서 105 土 5 'C로 24시간 동안 건조한 후 수분의 재흡수가 일

convention φ꺼ng oven, Heraeus Co.)에

화 지수가 높아 분해하여 배출할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

어나지 않도록 데시케이터에서 방냉시킨 후 무게를 측쟁하여

감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

수분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수분측갱이 끝난 시료는 폐기물

스의 양을 정확히 산정하고， 모니터령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공갱시혐법에 따라 600 土 25 'c에서 30분간 강열하고 남은

있다 따라서 소각부문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갱확

무게를 측갱하여 가연분과 회분의 함량을 측갱하였다. 삼생

한 산정이 펼수이며， 정밀한 온실가스 배출 통계체제가 요구

분의 산출방법은 다음의 Equation (지와 같다.

되고었다.

우리나라의 정우는 소각분야 옹실가스 배출량을 폐기물 분
류체계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 혜기물， 건설폐기물， 지정

(M),-(M).

Mui srure ( W) = ..::=퍼난 XI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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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철·최상현
:

wei밟1t

(M) b

:

weight of sample before drying (g)

화가 클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2 ~ 3 회에 걸쳐 시료를 채취

(Md)a : weight of sample after ignition (g)

하여 폐기물의 성상분석을 시행하였고， 온실가스 발생량의

of sample

a한er

입되는 폐기물의 성상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량의 변

(M) a

drying (g)

경우도 3 회에 걸쳐 배출가스 중에 N 20 농도를 측정하여 발생

(Md)b : weight of sample before ignition (g)

량을 조사하였다.

αmbustilble ( α= (1- 옮)x (1- 繼)x 100
W- α

/

,
l

、

= (100-

기

Ash(씨

(2)

2.2. 소각시설 운전조건 및 현황
본 연구를 수행한 소각시설은 C시의 도시고형폐기물 소각
시설로 소각설비는 소각로-폐열보일러 (waste heat boiler,

WHB) , 반건식 반응탑(semi dry reactor, 8DR) , 백 필터 (Bag
도시고형폐기물의 화학적 원소분석은 자동원소분석기 (auto

Filter, BF) , 촉매 반응탑(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8CR) , 굴

matic elemental analyzer, Thermo finnigan Flash EA 1112,

묵으로 구성되어었다. 소각설비의 소각로는 로터리 킬른 방

Italy)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시료를 1,021 'c 이상의 고

식으로 운전온도는

온에서 연소시켜 석영관의 구리층을통과하면서 조성 원소별

류시간을 유지하도록 운전되고

로 분석에 용이한 기체분자(C02， N2 , H20 , 802)로 전환시킨

12% 이며， 공기과잉비는 λ= l. 6으로 설정되어 었다. 이러한

다음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기의 열전도도검출기 (therm떠

로터리 킬른 소각로의 기본 운전조건은 Table 1 에 정리하여

conductivity detector, TCD)를 이용하여 원소분석을 수행하였

나타내었다.

950 "C 이며， 회전 rpm 1.2로 약 50분의 체
었다. 또한 산화포화도는

다. 원소분석은 탄소(C)， 수소(H)， 산소(0)， 질소(N)， 황{8)， 염

소(Cl)의 6 개 항목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N20의 농도측정은 최종배

출구인 굴묵에 연결하여 비분산 적외선분석방법 (non-dispersive

infrared, NDIR)의 가스분석 기 α10del : ZKJ, F매 i Electric Co.)
를 사용하여 실시간 측정하였다. 연소가스는 분석기로 유입
되기 전에 chill앉· 내의 수분 trap 에서 수분을 제거시킨 후 유입

하였다.

N20 의 농도측정은 시료 채취관을 굴뚝에 장착한 후 냉각
장치를 연결하고， 유량펌프를 연결한 다음 정속으로 시료를 가

스분석기로 유입시켜 측정하였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발생량은 소각로로 투

2.3. N20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N20의 농도측정은 NDIR
방식의 실시간 가스측정기 (Fl꾀 i Electric , Model ZKJ)를 이용
하였으며. N20를 정량 분석하기 위하여 가스분석기의 측정
범위에 맞는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검교정을 수행한 후 측정

을 수행하였다. 이 때 분석기로 유입되는 시료의 유량은 1

L min- 1 으로 조절하여 연속적으로 분석하였다.

NDIR 방식의 분석기기로 N20를 측정할 경우 시료의 수분
제거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처리 장비
를 이용하여 수분을 먼저 제거한 후 가스측정을 수행하였다.

수분제거용 전처리 장비로는 수분트랩과 저온동결크랩을 활
용하였으며， 연속측정기 전단에 수분트랩을 설치하여 연소가
스에서 응축된 수분을 먼저 제거한 후 저온동결트랩을 설치
하여 연소가스 온도를 -40 'c 이하로 냉각하여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또한 연속측정기에 유입되는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가스측정을 수행하였다.

Sampling port location

Table 1. Equipment specification of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or
Waste type

Municipal s이id waste
Sewage sludge cake

Incinerator

Rotary kiln incinerator

capacity

100 tondai

Flowrate

1

3

1
33,794 8m hr-

waste storage pit - waste handle crane - RIK.
lncineration incinerator - boiler - semi-dry reactor (8DR) dry scrubber - bag filter - selective catalytic
Process
reduction (8CR) - stack
Condenser
Figure 1. N20 sampling schematic diagram ofthe municipal solid
waste mcmerator.

Postcombustion
treatment
facility

8emi-dry reactor
Dry scrubber
Bag filter
8elective catalytic reduction

95 ,220 m3 hr- 1
97 ,200 m3 hr- 1
99 ,600 m3 hr- 1
93 ,420 m3 hr- 1

도시고형폐기물소각시설의 N20 배출계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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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20 concentration of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ion
pl뻐t

본 연구에서는 N20 분석은 EPA Method 18 (US EPA, 2001)

st
nd
3떠 survey
1 survey
2 s따vey
(2018.08 .27.) (2018 .1 0.0 1.) (2018.10.22.)

에 연속적인 시료 채취방법 (Tier 4 Method) 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시료 채취관을 굴뚝에 장착한 후 연속측
정기를 연결하여 배출가스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였다. N20 측

정은 실시간으로 장시간 측정이 가능한 비분산 적외선분석장

Max conc. (ppm)

52.0

24.4

48 .4

Min conc. (ppm)

70.4

7 1.9

63.9

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N20 측정기기로 NDIR 분석기

Mean conc. (ppm)

59.5

53.8

53.6

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인 독일 πN에서 승인되어 신뢰성

S.D.

2.75

4.51

3.16

RSD(%)

4.62

8.3 9

5.89

이 확보된 분석기기라 할 수 었다.
소각시설에서 채취된 배출가스의 N20의 농도를 연속측정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N20 농도는 24시간 동안
연속으로 측정하였으며， 분당 1 회 측정된 N 20 농도 값을 이

용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N20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
영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속 측정에 따른 배출
량 산정식을 이용하여 아래 Equation (4) 에 의해 산정하였다.

E~o= Kx ~‘~o x Q

X

10-

3

(4)

:

K

:

3.1. N20

표준편차는 3 .47% , 상대표준편차는 6 .3 0%로 분석되었다.

3.2.

도시고형폐기물 소각로으I

N20 배출특성

각량과 소각비율에 따른 N20 발생특성을 조사하였다[7].

3
변환계수(44/22.4(kg m- )

3.

다. 도시고형폐기물에서 발생되는 N20의 평균농도는 55.6 ppm,

하수슬러지를 함께 혼합하여 소각하고 있어 하수슬러지의 소

3

: 배기가스 유량(Sm )

까지 측정한 N20 발생농도를 정리하여 Table 2 에 나타내었

기물 이외에 N20 발생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N20평균농도(ppm)

Q

ppm， 2차 53.8 ppm, 3 차 53.6 ppm으로 측정되었으며， 1 ~ 3차

본 연구를 수행한 도시고형 폐기물 소각로는 도시고형 폐

ENP : N20배출량(gN20 day" l)
NN20

도시고형폐기물 소각로에 대한 연속측정결과를 Figure 2 에
나타내었다. 도시고형 폐기물의 경우 N20 평균농도는 1 차 59.5

Table 3은 도시고형폐기물 소각로의 N20 측정일에 소각처
리된 도시고형 폐기물과 하슬러지리의 처리량과 N20의 일일

결과및고찰

배출량에 대하여 산정한 결과이다. 도시고형물 폐기물 소각
로의 3 차 측정일은 전체 폐기물 소각량 중 하수슬러지의 소

농도 측정결과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N20 발생농도의 현장측정은 2018

각비율이 14.2%로 가장 높았으나 N20 발생농도는 53.6 ppm

년 8 월 27 일부터 2018 년 10 월 22 일까지 도시고형폐기물 소

으로 거의 유사하였으며， N20 발생량도 폐기물 1 톤당 900.08

각로를 대상으로 비분산적 외선분석 기 (non-dispersive in한ared

g으로 l 차와 2차의 발생량 보다 낮아 하수슬러지의 소각량과

analyzer, NDIR)를 이용하여 각각 총 3 회에 걸쳐 회당 24시간

소각비율이 N20 발생농도와 발생량과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동안 연속측정방법으로 시행하였으며， 폐기물 소각시설의 연

없었다. 또한 N20의 일일 배출량은 1 차 108 .4
μ4k
뿔
gd
없ay"l ， 2차

95 .2잉9k
않
gd
없ay기 3 차 90 .4 1 kg day"l로 산출되었으며， 평균적으

돌에서 1 분 간격으로 N20 농도를 측정하였다.

로 N20 일일 배출량은 98.15 kg day"l 로 조사되었다.
소각로의 N20 발생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폐기물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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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성분 중 질소함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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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rend of actual measured N20 concentration in the object
incineration.

1 survey
(2018.08 .27.)

59.5

nd
2 survey
(2018.10.0 1.)

53.8

rd
3 s따vey
(2018.10 .22.)

53.6

98.6
85.1

13.5
79 .5

73.8

5.7
92.9

79.7

13 .2

108.44

95 .29

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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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lcmenta1 compositions of municipa1 solid waste and
sewage sludge cake
C뼈ponent

Chemica1

(chybasis)

Municip혀 8이id

Unit

waste

Sewage sludge
cake

Table 5. N20 emission factor ofmunicipal solid waste incinemtion
plaot
Av없age
Flow
Classification
rate
offurnace
(Sm'hr'[) temp. ('t)

C

%

56.2

56 .4

H

%

8.0

8.9

0

%

33.6

25.2

N

%

1.2

8.3

2여 survey

s

%

0.1

1.1

(2018.10.0 1.)

CI

%

0.8

0.2

3찌 survey

40.7

(2018.10.22.)

Ash

%

12.4

‘

1 survey
(2018.08.27.)

M않n

@찌neration

N，O 뼈18810n

fiu:toπ

(tonwas따day)

(앓。

tonwaste-1)

38 ,660

916.8

98.6

1, 100.11

37 ,572

92 1.3

79 .5

1, 198.20

35 ,779

936.7

100.4

900.08

37 ,337

919.1

92.9

1,066.13

폐기물 내의 칠소성분은 소각공정에서 HCN으로 전환되어

N，O를 발쟁할 수 있으며， 소각로 운천조건에 따라 N, O 또는

계수는 O.여2 - 1.664 k~，o ton_ ‘뺑 1로 tier 1과 tier 2 산

NOx로 전환되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도시

정방법의 배출계수에 비해 발생농도와 배출계수가 차이가 있

고형폐기물과 하수슬러지에 대한 화학성분을 분석을 시행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10]. 본 연구결과에서도 연속측정

여 Table 4에 나타내었으며， 화학생분 분석결과와 N, O 발생

방법에 의해 산출된 N, O 배출계수가 tier 1과 tier 2 산정방법

량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의 생활혜기물

하수슬러지는 유기생 폐기물인 관계로 질소성분 함량이

N, O 배출배수에 비해 약 20배 정도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도시고행폐기물

8.3%로 도시고형폐기물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다. 일반척으

소각시설의 실제

N, O 발생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측정

로 질소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연소할 정우 N, O 발생량도 증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12-14]

가할 수 있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질소성분 함량이 높은 폐

4. 결론

기물의 소각량의 증가에 따른 N，O의 발쟁농도 및 발생량의
중가를 확인할 수 없었다[8]. 따라서， 본 연구의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N，O의 발생농도 및 발생량의 차이는 소각시설의

운전조건에 따른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물의 소각시설의 N, O 발생농도는 소각온도가 990 1,030 't 범위에서 최대로 생성되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감소동F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산소농도의 정우는 낮을수

록 N Ox 발생량은 증가하는 반면 N, O 생생률은 캄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소각시설의 N, O 발생농도 및 발생

량도 이러한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9，10]

본 연구는 도시고형혜기물 소각셜비에서 발생하는 N, O 농
도를 24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측갱하고， 해당 소각시설의

N, O 배출계수를 개발하였다 본 소각시설은 소각용량은 100

ton day"[ 규모이며， 도시고형폐기물 이외의 일부 흩냐슬러지
를 같이 소각하는 처리시설이다. N, O 발생농도의 연속측갱
은 2018년 8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3회에 걸쳐

NDIR 방

식의 분석기률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도
시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의 N20 배출농도를 연속측정한 결과

일일평균농도는 53.6 - 59 .5 뼈m의 범위의 농도분포를 갖고，
전체 평균배출농도는 55.6 ppm으로 측정되었다.N녕〕 발생계

3.3. N2 0 배출계수 개발

수가 높은 하수슬러지의 혼합비율에 따른 N, O 발생농도에

본 연구에서 N, O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배출량의 산정방

대한 영향을 조사한 철과 하수슬러지의 소각비율이 14.2%로

법은 Tier 4 M뼈od에 따라 N, O 분석장치로 24시간 동안 연

가장 많았던 3차 측갱일의 N, O 발생농도는 53.6 ppm.으로 다

속 측정된

른 측정일의 N, O 농도와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N, O 농도와 TMS 데이터의 건식 유량을 이용하여

Equation (2)에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일일 폐기물 소각량을
이용하여

N, O

배출계수를 산출하여

도시고형폐기물 소각로의
량을 이용하여 산출된

N, O 일일

N, O

Table

5 에 나타내었다

배출량과 폐기물 소각

배출계수는 1 자

1, 100.11 gN, O

ton wa뼈 '， 2차 1, 198.20 gN"20 tOD w뼈 '， 3차 900.08 g'N20

tonwaslcl-1

도시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의

N, O 발생량

및 발생농도는 폐기

물의 성상 보다는 소각시설의 소각로 온도와 산소농도 같은
운전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소

각시설에서 연속측정한 N, O 발생농도를 바탕으로 도시고형
폐기물 소각시설의

N, O

배출계수는

1,066.13

g'N2<> tonwasté로

로 산출되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대상시셜인

산정되었다. 이는 국가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의 도시고형

도시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의 N, O 배출계수는 이를 팽균하여

혜기물의 N, O 배출계수인 52.1 ~，o ton_.，에 비해 약 20배

1,066 .1 3

g'N20

tonwaste- 1 로

산출되었다 [11]

정도 높은 철과이다. 이와 같이 폐기물 소각시설의

N, O 발생

N,o 발생량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량은 혜기물의 종류와 소각량올 이용한 산출방식으로는 갱확

보면 유동상식 연소로를 이용한 하수 슬러지 소각시설의 정

하게 산갱하기 어렵고， 실제 발생량과 큰 차이를 보이므로 보

우는 N，O의 발생농도가 대략 200 - 300 ppm 수준이며， 배출

다 정확한 산정방식을 위해서는 소각시설별 배출계수를 개발

최근 폐기물 소각시설의

도시고형폐기물소각시설의 N，Q배출계수개발
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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