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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dry food waste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using food waste as a solid refuse fuel (SRF). The characteristics of dry food waste as a 
fuel were analyzed by comparing the difference in properties with SRF, and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after conversion
into fuel were identified. Ultimate analysis, proximate analysis, calorific value analysis, and TGA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wo types of food waste and two types of SRF,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e moisture content
and ash content of dry food waste were 1.7~10.0 wt.% and 7.8~11.7 wt.%, respectively, which satisfied the quality standards
for SRF. The low calorific value of dry food waste was 4,000 ~ 4,720 kcal/kg, which was higher than the quality standard 
of 3,500 kcal/kg for SRF. As a result of TGA analysis of dry food waste, the combustion reaction started at about 200
°C and the highest burning rate was at about 500 °C. After moisture evaporation between 100 and 200 °C, initial volatile
matter, carbon and residual volatile matter were released and burned between 200 and 500 °C. Based on the high calorific
value and low moisture and ash content of dry food waste, it is considered that it is possible to convert dry food waste
into SRF through the application of efficient drying technology and strict quality standard inspec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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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유기성 폐기물 중 음식 폐기물의 고형연료제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조 음식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연소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존 고형연료와의 성상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건조음식 폐기물

의 연료로서의 특성을 분석 하였으며, 연료화 후 연소 특성을 파악하였다.음식 폐기물 시료 2종과 고형연료 제조 

설비로부터 생산된 고형연료 시료 2종을 이용하여 원소분석, 공업분석, 발열량분석, TGA 분석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건조 음식 폐기물의 수분함량과 회분함량은 각각 1.7~10.0 wt.%, 7.8~11.7 wt.%로 고형연료

품질기준을 만족하였으며, 건조 음식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은 4,000~4,720 kcal/kg으로 고형연료의 품질기준인 3,500
kcal/kg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 음식 폐기물의 TGA 분석 결과, 연소반응은 약 200℃에서 시작하여 약 500℃에서

연소 속도가 가장 높았다. 100~200℃ 사이에서 수분 증발 후, 200~500℃ 사이에서 초기 휘발분, 탄소 및 잔류 휘발분의

방출 및 연소가 이루어졌다. 건조 음식 폐기물의 높은 발열량 및 낮은 수분, 회분 함량을 바탕으로 향후 효율적 건조

기술 적용 및 엄격한 품질 기준 검사를 통해 건조 음식 폐기물의 고형연료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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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

한 기술 가운데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목적으로 하

는 폐기물 연료화 기술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1) 폐
기물 연료화 기술 중 고형연료(SRF) 활용 기술은 주

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기 위한 지역난방용 

발전소나 산업용 보일러의 연료 공급을 목적으로 사

용된다. 고형연료는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연료로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라 할 수 있

으며, 가연성 폐기물의 고형연료화와 더불어 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 등의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도 온실가스 감축에 유리한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바이오매스 연료에 대한 관

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는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

질인 이산화탄소의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의 확보라

는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2) 바이오매스는 자연 

발생적 탄소로 구성된 유기물로서, 재생에너지로 활

용 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큰 기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하수슬러지, 음식물, 가축분뇨, 농업, 임업 

부산물 등의 유기성 폐기물의 경우 혐기성 소화, 퇴
비화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자원으로서 활

용이 가능하지만 비교적 느린 바이오가스 생산 속

도, 지속적인 열원 공급, 유출수의 후처리, 악취 발

생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기질의 성상, 온도, 
알칼리도, C/N 비, 유기물부하율, 반응기 구조 등의 

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아 운전이 어려운 단점이 있

다.3-5)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분함량과 유기물 

함량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고, 염도가 높아서 수

거 및 운송 과정에서 쉽게 부패하여 악취 및 침출수 

발생 등의 심미적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주거단지 내

의 쾌적성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6-8) 현재 음

식 폐기물 처리방안으로는 매립과 소각, 재활용 등

이 있는데 2차적인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매립과 소

각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음식페기물의 재

활용은 그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음식폐기물은 

중금속 등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고 가연성 성분 중 

휘발분 비율이 높아 착화 및 연소가 잘되어 청정연

료로 전환할 수 있다.9) 생활폐기물은 소각 및 재활

용을 통해 처리되어지고 있으나, 음식폐기물은 재활

용시설의 부족 및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처리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10) 최근에는 다양한 유기성 폐자

원의 에너지화를 위해 음식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

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음
식 폐기물은 다양한 고체 연료 또는 기타 유형의 폐

기물과 혼합하여 고형 연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가연성 물질을 고형연료화 하는 경우 수

분함량에 따른 발열량 저하 및 원료물질의 종류에 

따른 연소 배가스 내의 유해가스 발생 등의 환경적

인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드시 연료

별 연소특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한다.11) 
또한 건조한 음식폐기물을 다른 고체 연료와 혼합 

연소하거나 직접 연소하기 위해서는 건조한 음식폐

기물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2-14) 
본 연구에서는 음식 폐기물의 건조를 위해서 건조

공정에서 발생된 수증기를 응축기에서 응축하고 응

축되지 않은 수증기를 건조기 내부로 전량 재순환

시키는 재순환 시키는 건조 공정을 적용하였다. 건
조한 음식폐기물의 고형연료제품으로 활용 가능성

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업분석, 원소분석, 발열량 측

정을 하였으며, TGA, DTG 분석 실험을 수행하여 

음식폐기물의 기초적인 연소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장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음식 폐기물 건조장치 시스

템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
을, 겨울 음식 쓰레기 배출 함수율 범위는 73.3 ~ 
83.3%이며, 음식 폐기물 중 채소류 비중이 높아 건

조 음식 폐기물의 함수율 변화가 크다. 함수율이 높

은 음식물쓰레기의 건조 부산물을 자원화 (사료, 비
료, 원료) 하기 위해 건조불량 (Lack of drying, 15% 
이상) 및 과건조 (Over-drying, 1%이하)를 방지함과 

동시에 음식 쓰레기 감량화 처리기에서 배출된 건

조 폐기물을 유기질혼합비료 원료와 가금용 단미사

료 원료로 재활용 할 수 있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회로 수증기 재순환공정기술 건조장치를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건조 장치는 전기히터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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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내통과 외통 사이에 충진된 열매체를 가열시

켜 순환하면서 음식 폐기물이 간접 가열된다. 음식

폐기물은 고함수 폐기물로 건조공정에서 다량의 수

증기와 분진이 발생되며, 수증기에는 악취 유발물질

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배출할 경우 문제가 된다.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조

공정에서 발생된 수증기를 응축기에서 응축하고 응

축되지 않은 수증기를 건조기 내부로 전량 재순환

시키는 재순환 공정을 적용하였다. 건조공정에서 발

생된 분진과 수증기는 분진필터, 송풍기 및 응축기

로 순차적으로 이동하게 된다. 응축된 응축수는 간

이탱크를 거쳐 배수되고 응축되지 않은 수증기는 

전량 건조기 내부로 재순환되어 수증기에 함유된 

악취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음식물류폐기물 건조기 설계사양은 원료 함수율 

85%를 운전시간 10 시간 동안 75 kg을 건조 후 10%
로 감량될 수 있는 설계조건으로 Table 1에 제시하

였다.

2.2. 실험방법

Fig. 2에 건조 폐기물 시료 및 SRF 시료 사진을 

나타내었으며, 바이오매스의 연소특성을 위한 시료

로 A시의 아파트(Fw-1)와 B지역의 읍면단위 주택

(Fw-2)에서 음식 폐기물을 수집하였다. 음식폐기물

의 경우 수거 장소 및 계절에 따라 함수율 및 발열

량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시료를 

수거하여 건조 후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고형연료 

제조설비로부터 생산된 C시의 비성형 SRF(SRF-1)
와 D시의 비성형 SRF(SRF-2)를 연소특성의 비교실

험을 위하여 함께 사용하였다. 음식 폐기물과 SRF
의 비교 분석은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SRF의 품질기준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시료 4종의 연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 공업분석, 원소분석, 발열량 측정과, TGA, DTG 분
석 실험을 수행하였다. 원소분석은 elemental analyzer 

Design condition Unit Values

Electricity consumption kWh 60.0
Effective area of heat transfer in dryer m2 0.48
Vapor evaporation rate per surface area kg/m2h 13.0
Volume of dryer m3 0.135
Specific moisture evaporation rate (kg of water/Mcal) 1.21

Table 1. Design Conditions for the Food Waste Dryer

Vapor

condenser

1st filterElectric 
Dryer

Blower Cleaned
water tank

2nd filter Condensed 
water tank

Fig. 1. Drying system for food waste.

Fig. 2. Images of dry food waste and S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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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Thermo Fisher Scientific), 공업분석은 TGA-701 
Proximate Analyzer (LECO. Co.)를 이용하였으며 3회 반

복 분석을 실시하였고, 저위발열량 분석은 calorimeter 
(Parr 1261 EA)를 이용하여 3회 측정한 후 평균값을 

취하였다. TGA 분석은 온도에 따른 시료의 무게감

량을 체크하여 열적감량곡선을 확인 할 수 있는 분

석법으로 일반적으로 폐기물의 열적처리 또는 열화

학반응공정에 적용하기에 앞서 분석되어야 할 중요

한 항목 중 하나이다. 연소 실험은 최종 온도 900 ℃ 

까지 산화 분위기에서 승온 속도 10 ℃/min로 설정

하여 3회 분석하였으며, TGA/DSC1/1600 LF (Mettler 
Toledo)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시료 분석

연료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고함수 음식 

폐기물을 1일 100 kg 용량의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

조하였으며, 건조 조건 및 최종 함수율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의 기본적인 물

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법에 의해 분석한 시료 4종의 공업분석 및 

원소분석과 발열량 분석결과 Table 4와 Table 5에 나

타내었다. SRF의 품질기준은 비성형과 성형 SRF가 

수분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비성형 SRF 수분은 25.0 
wt.%, 성형 SRF 수분은 10.0 wt.%이하 이며, 저위발

열량은 3,500 kcal/kg 이상이며 회분은 20 wt.% 이하, 
염분은 2.0 wt.% 이하, 황분은 0.6 wt.% 이하 이다. 
크기는 가로×세로 50×50 mm 이하이나, 직접 사용하

기 위해 동일한 부지에서 제조하는 경우 120×120 
mm로 제조할 수 있다. SRF를 제조하는 방법은 크

게 파쇄와 선별 과정이다. 성형제품의 경우 제품화

된 비성형 제품을 성형기를 거쳐 제조한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SRF 시료 2종은 비성형 제품이다. 음식

폐기물 2종 (Fw-1, Fw-2), RF-1, SRF-2의 수분량은 

각각 6.2 w.t%, 2.6 wt.%, 10.0 wt.%, 1.7 wt.%로 식당

에서 수거한 음식 폐기물의 수분량이 가장 낮았다. 
Fw-1은 A지역 아파트에서 수거된 음식 폐기물로 대

단지 아파트 음식물 전용 수거함에 수분과 함께 배

출하는 특성상 수분함량이 높았고 Fw-2는 감량의무 

사업장인 대형 식당으로 음식 폐기물을 압축하여 

수분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SRF-2의 수분량이 1.7 
wt.%로같은 비성형 SRF-1의 10.0 wt..% 보다 낮았으

며 이는 SRF를 제조하는 공정이나 계절, 시료 보관 

상태에 따라서 수분량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탄화물을 연료로서 평가하는 데 가장 중

요한 기준은 휘발분과 고정탄소이다. 시료 4종의 고

정탄소는 각각 12.1 wt.%, 14.3 wt.%, 14.1 wt.% 11.7 
wt.% 으로 측정되었으며, 휘발분은 각각 73.9wt.%, 
77.3 wt.%, 66.9 wt.%, 75.1 wt.%로 나타났다. 건조 음

식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은 각각 4,160 kcal/kg, 4,000 
kcal/kg이며 SRF-1, SRF-2의 저위발열량은 각각4,030 
kcal/kg, 4,720 kcal/kg이며 이는 SRF 품질기준인 3,500 
kcal/kg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였다. Table 4에 나타

Item Unit Densified Fluff

shape and size mm 50X100 below 50X50 below
water wt.% 10 below 25 below

Low heating value kcal/kg 3,500 or more
Ash wt.% 20 or less
Cl wt.% 2.0 or less
S wt.% 0.6 or less

Heavy metal

Hg

mg/kg

1.0 or less
Cd 5.0 or less
Pb 150 or less
As 13.0 or less

Table 2. Quality Standards for General S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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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연료비(FC/VM)를 보면 0.16, 0.19, 0.21, 0.16이며 

Table 5에 나타낸 C/H비는 각각 7.4, 7.7, 7.5, 7.4이
다. C/H비가 클수록 연소 시 그을음의 발생량이 많

아진다. 일반적으로 무연탄의 연료비가 12이며 갈탄

의 연료비는 1 이하, 석탄의 C/H비는 10-30, 가스연

료의 C/H비는 3 정도이다. SRF 시료는 석탄에 비하

여 연료비가 갈탄보다는 높으나 무연탄보다는 매우 

낮고 C/H비 또한 10이하로 낮다. 연료비와 C/H 비
가 낮은 이유는 4종의 시료 모두 고정탄소 함량이 

낮고 휘발분의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소 

시 조기 착화 및 연소시간이 짧아지는데 이는 SRF
의 전형적인 특성이다. 원소 분석은 폐기물을 구성

하고 있는 주요 원소인 탄소와 수소, 황, 산소, 염소 

등을 산화, 분해 및 환원반응을 사용하여 정량적인 

분석값을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소 분석 결과를 

통해 배가스의 조성을 유추해내고, 폐기물을 자원화 

및 기술의 선정, 설계 및 운전에 활용하게 된다. 수
분과 회분을 제외한 가연분의 화학적 조성은 탄소

(C)가 50.7~53.6%, 산소(O)가 33.0~37.6%로 대부분

을 차지하였으며 탄화과정에서 악취를 유발할 수 

content
Fw-1

(Apartment)
Fw-2

(Restaurant)
SRF-1 SRF-2

C(wt.%) 52.7 53.6 50.7 53.2
H(wt.%) 7.1 7.0 6.8 7.2
O(wt.%) 34.9 33.0 37.6 34.0
N(wt.%) 3.6 4.6 3.4 3.6
S(wt.%) 0.3 0.3 0.6 0.7
CI(wt.%) 1.4 1.5 0.9 1.3

C/H 7.4 7.7 7.5 7.4

Table 5. Result of Ultimate Analysis of Food Waste (Dry Base)

content
Fw-1

(Apartment)
Fw-2

(Restaurant)
SRF-1 SRF-2

Water(wt.%) 6.2 2.6 10.0 1.7
Ash(wt.%) 7.8 11.7 9.0 11.5

Volatile matter
(wt.%) 73.9 72.0 66.9 75.1

Fixed carbon
(wt.%) 12.1 13.7 14.1 11.7

Fuel ratio
(FC/VM) 0.16 0.19 0.21 0.16

LHV
(kcal/kg-wet) 4,160 4,000 4,030 4,720

Table 4. Result of Proximate Analysis of Food Waste (Dry Base)

Sample
Input
(kg)

Output
(kg)

Final Water 
Content

(%)

Initial Water 
Content

(%)

Operating
Time
(h)

Drying Speed
(kg/m2h)

Fw-1 20.0 5.2 6.6 75.7 7.5 3.3 
Fw-2 20.0 3.5 2.4 82.9 12.2 2.3 

Table 3. Drying Conditions an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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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황(S)의 경우 아주 미미하게 검출되었다. 염소

농도를 보면 1.4 wt.%, 1.5wt.%, 0.9 wt.%, 1.3 wt.%로 

시료 4종 모두 고형연료제품 기준에는 만족하였다. 
Cl 성분이 높으면 연소 시 HCl 가스를 다량 배출하

게 되며 다이옥신을 배출할 수도 있다. 또한 연소 

시 화염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소성에도 영향

을 줄 수 있다. 

3.2. 연소 특성

TGA (Thermogravimetric Analysis) 분석법은 가열

에 따른 물질의 열적 안정성과 상태변화의 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가열에 

따른 시료의 중량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시료의 물리

적⋅화학적 변화를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가열

이 수반되는 여러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또한 DTG (Differential Thermogravimetric 
Analysis) 그래프를 구하여 온도 구간별 연소 속도 

변화를 알 수 있다. TGA는 3단계의 기본적인 메카

니즘을 가지고 있다. 1단계는 건조, 2단계는 탈휘발

화, 3단계는 char 연소과정이다. 음식폐기물 시료 2
종과 SRF 시료 2종의 연소 특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TGA 분석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운반 

가스는 공기를 사용하였으며 온도 상승 속도는 1
0℃/min이며 900℃까지 온도를 상승하였다. 일반적

으로 승온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열분해 속도

가 나타나는 온도가 상승한다. 이는 승온 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시료 표면에 열이 가해지는 시간이 짧

아지게 되어 시료의 내부까지 열분해에 필요한 열

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반응 속도를 

갖는 온도가 점차 고온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건조 음식 폐기물 2종의 시료가 초기 50~ 
200℃ 부근에서의 수분이 증발되어 건조를 통한 무

게감량을, 200~300 ℃ 사이에서 열분해반응 시작에 

의한 무게감량을, 그리고 300~500 ℃ 사이에서 열분

해물질의 연소개시에 의한 무게감량을 보여주고 있

으며, 500~900 ℃ 사이에서 본격적인 열분해 및 char
의 연소에 의한 무게 감량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연소반응은 약 200℃에서 시작하여 약 500℃에서 

최고 반응 속를 보이고, 약 900℃에서 연소반응이 

종료됨을 알 수 있다. 100~200 ℃ 사이에서 수분이 

증발되며, 200~500 ℃ 사이에서 초기 휘발분, 탄소 

및 잔류 휘발분의 방출, 연소가 이루어진다. 일반적

으로 150 ℃까지는 부착 수분이 감량되며, 200 ℃ 

이상부터 탈휘발화 반응이 일어난다. 200~500 ℃ 사

이에서 급격하게 무게가 감량되는데 이는 고분자 

물질의 depolymerization 반응과 휘발분이 연소되기 

때문이다. 음식물폐기물의 탄화를 위해 최소한 50
0℃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어야 함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건조 음식 폐기물은 500℃ 이후

에는 분해가 거의 완료되어 무게 감소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500℃ 이상의 구간에서 더 이상의 

질량변화가 없는 것은 건조 음식 폐기물이 산화 분

위기에서 대부분의 수분과 휘발분이 제거된 후 남

은 고정탄소와 ash만이 이 온도구간에 존재하기 때

문이며 결과적으로 수분 건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Fig. 3. TGA curves of food wastes and SRF (heating rate : 10℃/min, carrier gas :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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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반응은 500℃에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Fig. 
4에 DTG (Differential Thermogravimetric Analysis) 곡
선을 나타내었다. DTG 곡선은 각각의 시료 샘플들

에 대한 무게 감량 변화 속도를 온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연소 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DTG 곡선의 피크가 낮으면 무게 감량 변화가 적고, 
피크 높이가 높을수록 해당 온도에서 시간당 무게 감

량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DTG 결과를 

보면 건조 음식폐기물 시료 2종의 피크가 250℃와 

500℃에서 2번 나타나며 SRF 2종의 시료는 250-450 
℃에서 2번의 피크를 나타내었다. 음식폐기물 2종과 

SRF 2종의 시료는 500℃ 이후에는 무게 감량이 일

어나지 않고 반응이 완료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건조한 음식 폐기물의 고형연료제품으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업분석, 원소분석, 발
열량 측정과, TGA, DTG 분석 및 건조 음식 폐기물

의 기초적인 연소 특성 결과를 실험적으로 도출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를 얻었다.
음식폐기물 시료 2종과 비성형 SRF 2종의 수분은 

각각 6.2 wt.%, 2.6 wt.%, 10.0 wt.% 1.7 wt.%이며, 연
료비(FC/VM)를 보면 0.16~0.21이고, 탄소/수소비(C/H)
는 7.4~7.7이다. 휘발분이 고정탄소량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아서 착화시간과 연소시간이 짧은 특성이 있

다. 또한 저위발열량은 각각 4,160 kcal/kg, 4,000 kcal/kg, 

4,030 kcal/kg, 4,720 kcal/kg으로 비성형 SRF-2 의 발

열량이 가장 높았다. 
연소과정에서 다이옥신 생성 물질이며 장치의 부

식을 촉진하는 Cl의 농도는 0.9~1.5 wt.%로 현재 고

형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SRF의 Cl함량 기준치인 2.0 
wt.% 이하로 분석되었다. 
음식폐기물의 TGA 분석결과는 연소반응은 약 

200℃에서 시작하였으며 약 500℃에서 최고 연소 속

도를 보였다. 100~200 ℃ 사이에서 수분이 증발되며, 
200~500 ℃ 사이에서 초기 휘발분, 탄소 및 잔류 휘

발분의 방출, 연소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결과, 건조 음식 폐기물의 높은 발열량 및 

낮은 수분, 회분 함량을 바탕으로 향후 효율적 건조 

기술 적용 및 엄격한 품질 기준 검사를 통해 건조 음

식 폐기물의 고형연료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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