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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제 및 이에 따른
고형연료 활용방안 고찰

(주)산업공해연구소
정종훈

환경규제 현황

1. 개요
국제적인 탈석유화 거동과 국내 에너지 수요의 증가 감소로 인해 환경부는 폐자원 및 바이
오매스 에너지대책(2009)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6.08%)를 설
정하였다. 국내 신재생에너지는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폐가스 외에도 폐기물 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 SRF)까지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너지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2017｣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원 별 중
폐기물이 61%로 가장 높은 보급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1)

1)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공급량

7,582.8

8,850.7

9,879.2

11,537.4

13,293.0

14,178.4

(공급비중, %)

2.8

3.2

3.5

4.1

4.6

4.8

태양광

197.2

237.5

344.5

547.4

849.4

1,092.8

바이오

963.4

1,334.7

1,558.5

2,822.0

2,765.7

2,765.5

폐기물

5,121.5

5,998.5

6,502.4

6,904.7

8,436.2

8,742.7

수력

965.4

814.9

892.2

581.2

453.8

603.2

풍력

185.5

192.7

242.4

241.8

283.5

355.3

기타

149.7

272.4

339.3

440.2

499.7

612.8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e-나라지표, 2020년 1월 16일 수정, 2020년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71.

12월

9월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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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화 재활용은 폐기물을 연소화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원리로,
에너지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매립 소요 부지를 줄일 수
있으며 연료인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생산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RPS)제도로 폐기물이 국가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폐기물
발전시설을 건립하려는 민간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검사단계에서 품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SRF 제조 ․ 사용시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SRF 사용에 대한 환경 안정성
우려 및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폐기물과 차별화하여 재활용제품으로 인식되었
던 SRF가 품질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SRF 제품의 품질기준과 사용시
설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지역에서의 사용시설 제한, 품질등급제, 사용시설 관리 강
화 제도개선을 시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에너지, 즉 비재생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풍선효과처럼 SRF
로 대량 처리되었던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SRF 제조 및 사용이 침체되고, 이
로 인해 국내 여러 곳에서 불법 투기와 방치폐기물이 다량 발생하고 있다.2)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고형연료와 관련된 유관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환경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과 고형연료의 활용방안
고찰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자원순환촉진법 동향
현재 국내 고형연료(SRF)는 2013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환경부가 국내 가연성폐기물을 대
부분 고형연료화하여 에너지화하고자 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현재 고형연료는 기존의 4가지
종류의 고형연료(RPF/RDF/TDF/WCF) 형태를 통합하여 크게 성형제품과 비성형 제품으로 나
누어져 제조 및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 업계들로부터 비성형 SRF
의 확산에 따른 환경문제와 저급한 연료품질에 대한 SRF 사용자의 우려 및 불만 등이 발생하
고 있고, 자칫 폐기물과 차별화하여 고형연료로 인식되던 SRF가 품질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2)

김도완 외, "국내 고형연료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환경정책 27 no.2 (201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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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저가의 저급 비성형 SRF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혼
란을 야기함에 따라 성형 SRF 생산업계의 불만 고조와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폐기물 소각로를 건설할 때에는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민원제기가 많았다. 그러나 고형연료제도(RPF/RDF/TDF/WCF)가 시행된 이후에 고형
연료시설에 대한 민원은 소각로 건설에 비해 훨씬 적었고 그에 따라 폐기물 고형연료 시장도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확대된 SRF 제도 시행으로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이용하는 저
급의 비성형 SRF가 시장에 공급됨에 따라 지금까지 고품질 성형 SRF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온 SRF 시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비성형 SRF보다 설비가격이 훨씬
고가이고 운영비도 많이 드는 성형 SRF 생산설비를 운영하는 기존의 성형 SRF 제조업계는 더
욱 힘들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 관련 산업에서는 고품질제품이 고가로 거래되는 방향으
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성형 SRF와 같은 저품질 환경제품은 환경문제를 초래하기 때
문에 가격만으로 유통되어서는 안 되고 환경비용도 포함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SRF 시
장이 고품질제품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
하다. 고형연료제품 확대(SRF 제도) 시행 이후에 장판이나 플라스틱 수도관과 같은 PVC 소재
가 많이 포함된 건설폐기물이 비성형 SRF의 원료로 유입됨으로써 다이옥신 등의 환경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이물질 및 회분 등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서 발열량이
저하되는 등 연료로서의 가치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을 비성형 SRF로 제조할 경
우에는 성형기가 없기 때문에 크기가 큰 이물질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없으므로 사용시설의
고장을 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성형 SRF는 성형과정이 없기 때문에 가열과정을 거치
지 않아서 수분이 높은 저급한 연료가 된다. 반면에 EPR 필름 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성형 SRF
는 원천적으로 염소함량이 낮고 수분함량도 낮아서 환경과 에너지 측면에서 우수한 편이다. 건
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SRF 원료로 유입되는 상황에서는 항상 환경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엄격한 품질기준과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SRF는 폐기물을 원료
로 사용하는 연료제품이므로 연료적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특성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에서는 일반 고형연료제품
[SRF(Solid
3)

Refuse

Fuel)]과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최상규 외, "국내 고형연료(SRF) 제도시행 전·후와 원재료의 변화에 따른 SRF 품질변화 고찰," 신재생에너지
12 no.4 (2016): 114-115.

06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으로 나누어 고형연료에 대한 품질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형과 비성형으로 나누어 일부 항목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대표적인 성
형 SRF로는 임업 폐기물이나 벌채목 등을 분쇄하여 톱밥으로 만든 후 길이 3~4cm 내외 굵기
1cm 이내의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해 가공한 청정 목질계 바이오원료인 우드펠릿(Wood
Pellet)4)이 있으며 비성형 SRF에는 건축용 목재로 사용하지 못하는 뿌리와 가지, 기타 임목
폐기물을 분리해낸 뒤 연소하기 쉬운 칩(Chip)5) 형태로 잘게 만들어 열병합발전이나 기타 증
기업종 사업장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우드칩(Wood Chip)이 있다.

4)

5)

"[산업기술] 加, 폐목재 이용한 우드펠릿 연료시장 전망밝아," KOTRA 해외시장뉴스, 2009년 5월 31일 수정,
2020년
12월
9월
접속,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9
0096.
"2017년 밸류 클리에이션 포럼," GS, 2017년 5월 19일 수정, 2020년 12월 9월 접속,
http://www.gs.co.kr/ko/gs-news/2017%EB%85%84-%EB%B0%B8%EB%A5%98-%ED%81%AC%EB%A6
%AC%EC%97%90%EC%9D%B4%EC%85%98-%ED%8F%AC%EB%9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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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의 품질기준
구분

단위

모양 및 크기

mm

발열량

kcal

수분 함유량

wt.%

성형
직경

50 이하

가로

50 이하

길이

100 이하

세로

50 이하

수입 고형연료제품 : 3,650 이상
제조 고형연료제품 : 3,500 이상
15 이하

수은(Hg)
금속

비성형

25 이하
1.0 이하

카드뮴(Cd)

5.0 이하
mg/kg

성분

납(Pb)

150 이하

비소(As)

13.0 이하

회분 함유량

wt.%

20 이하

염소 함유량

wt.%

2.0 이하

황분 함유량
(폐타이어만으로

wt.%

제조한 경우)

0.6 이하
(2.0 이하)

비고) 1.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으로 환산한 기준을 적용한다.
2. 금속성분, 회분 함유량, 염소 함유량 및 황분 함유량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주문서 또는 계약서 등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길이를 100mm 초과하여 제조할 수 있다.
4. 비성형제품으로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같은 부지에서 제조하는 경우에
는 체 구멍의 크기가 가로 120mm, 세로 120mm이하(체 구멍이 원형인 경우 면적이 14,400mm2
이하)인 체에 통과시켰을 때 무게 기준으로 제품의 95퍼센트 이상이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제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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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의 품질기준
구분

단위

모양 및 크기

kcal

수분 함유량

wt.%

성분

비성형

직경

50 이하

가로

120 이하

길이

100 이하

세로

120 이하

mm

발열량

금속

성형

수입 고형연료제품 : 3,150 이상
제조 고형연료제품 : 3,000 이상
10 이하

25 이하

수은(Hg)

0.6 이하

카드뮴(Cd)

5.0 이하

납(Pb)

mg/kg

100 이하

비소(As)

5.0 이하

크로뮴(Cr)

70.0 이하

회분 함유량

wt.%

15 이하

염소 함유량

wt.%

0.5 이하

황분 함유량
(폐타이어만으로

wt.%

제조한 경우)
바이오매스

wt.%

0.6 이하
(2.0 이하)
95 이상

비고) 1.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으로 환산한 기준을 적용한다.
2. 금속성분, 회분 함유량, 염소 함유량 및 황분 함유량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4. 바이오매스 함유량은 고형연료제품의 함유 성분 중에서 수분과 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 중 바
이오매스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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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형연료 SRF(Solid Refuse Fuel) 현황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SRF 제조시설은 ‘19년 12월 말 기준, 263개소이며 공공
시설은 27개소로 10% 정도를 차지하며, 약 90%의 제조시설이 민간에서 설치 ․ 운영되고 있
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RPS)로 폐기물 SRF 사용에 대해 보조금(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이 지급되면서 사용시설의 90%가 민간으로 국내 SRF 제조 ․ 사용
은 민간주도의 산업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SRF의 주원료는 가연성 생활폐기물과 산업
폐기물(폐합성수지, 폐타이어, 폐합성섬유 등)을 SRF로 제조하며, 특히 폐합성수지와 폐목재가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폐합성수지의 경우 재활용을 위한 선별과정에서 배출된 잔재물 형
태의 저급 폐합성수지를 처리하는 방안으로 SRF 제조시설로 다량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BIO-SRF인 폐목재의 경우 대부분이 가정에서 배출된 폐가구 및 건축폐목재를 파쇄하여
비성형 SRF로 제조하여 발전시설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REC 때문인 것으로 파악
된다. 사업의 주체는 대부분이 민간주도의 사업형태(전체 제조시설의 90%, 전체 사용시설의
95%)로 공공시설에 비해 시설의 운영자료 관리 및 실적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제조
량은 성형이 전체 SRF 생산량의 약 10% 수준으로, 대부분이 저급 연료인 비성형 형태로 제조
되고 있다. SRF의 사용처는 산업용 보일러(기타) 등 열원 확보를 위해 난방 및 취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전체 SRF 사용량의 약 33%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민간주도의 SRF는 공공시설에 비해 시설의 운영자료 관리 및 실적을 신뢰하기 어려
운 문제가 있고, 경제성과 환경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대부분의 시설이 영세하여 대기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환경적 문제
를 야기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6)

6)

김도완 외, "국내 고형연료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환경정책 27 no.2 (201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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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시설 현황
제조시설
7)구분

운영 중
계

사용시설
당해

공공

민간

폐업

운영 중
계

당해

공공

민간

폐업

업체

2015년

257

-

-

-

150

-

-

-

-

2016년

246

23

207

16

144

3

135

8

26

2017년

263

26

207

30

152

4

136

12

23

2019년

263

27

221

15

157

7

146

4

13

[그림 1] 고형연료제품 제조 ․ 사용 ․ 수입 실적 현황

7)

수입

김도완 외, "국내 고형연료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환경정책 27 no.2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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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대응
1. 국내 고형연료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표 5>에서 제시하였듯이, 국내에서 제조된 SRF는 제조업체에서 측정 기관에 위탁하여 측
정하여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연 6회 이상 SRF 제
조업체와 사용시설에 대해 품질을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 감독에도 불구하고,
2018년 경기도 내 75개 SRF 제조 ․ 사용 업체를 조사한 결과, 27개 업체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 중 SRF 제조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품질검사 부적합 2건,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초과 2건 총 4건으로 나타났다.
이상보 등(2010. p.26)의 선행 연구와 위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SRF의
특성상 폐기물 원료의 불균일성으로 저급한 수준의 제품을 제조 및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성된 물질 수지 <그림 1>과 <표 4>를 분석하여 SRF 제조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면, 2016년
에 민간업체의 16개소가, 2017년에는 30개소가 폐업을 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폐기물처리의
용이성 때문에 지자체에서 SRF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과도한 인허가로 업체들 간의 과다경쟁이
유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영세한 제조업체가 생산단가 절감과 박리다매식의
SRF 판매 전략을 유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급품질의 원료까지 SRF 제조시설로 유입됨에 따라
중금속 함량이 높아지는 등 SRF의 품질관리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SRF의
법적 지위는 엄연히 ‘폐기물로 제조한 연료’이므로, 폐기물의 처리와 연료로서의 품질에 대한
관리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SRF 제조시설이 민간주도의 시설이 대부분이다 보니, 원료 및 품질
관리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SRF 제품 사용시설의 경우 65% 이상을 발전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SRF에 비해 값싼 동남아에서 제조된 BIO-SRF가 약 50만 톤이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소라 등(2018)에 주장에 따라, SRF의 가격이 시장 논리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영세한 국내 SRF 제조업체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국내 폐기물 대신 수입 SRF를 처리함으로써 국내
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저급 SRF 제조, 폐기물처리시설(SRF 생산업체)의
도산,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SRF를 방치하지 말고 EPR 또는 폐기물처리비,
SRF 가격보장제 등을 도입하여 SRF의 적절한 시장 가격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 5>에서
SRF 품질관리제도를 제시하였다. 품질검사를 통과한 업체로부터 SRF를 공급받아 사용함에도 불구

012

하고, 시설로 반입된 SRF 제품이 품질검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다. SRF의 품
질관리 측면에서는 SRF 제조시설에서의 품질검사(최초/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용시설
에서도 품질검사(확인검사)를 추가적으로 중복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검사기관의 예산, 인력, 시간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산업체의 소규모 발전 및 열병합발전시설들이 난립되고 있어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SRF 사용시설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SRF 사용량
기준도 0.2ton/day에서 1ton/day 이상인 시설로 강화하여 TMS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다. 그러나 관리기관(한국환경공단)의 현재의 조직으로는 263개의 시설을 관리하기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민간주도의 시설운영은 경제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서 SRF의
제조 ․ 사용시설의 환경 안정성 보장과 시설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어렵다. 따라서 시설관리 행
정력의 집중과 관리 인력의 증원을 통하여 관리 가능한 적정규모의 SRF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8)

<표 5> 고형연료제품 품질․시설 관리제도
9)구분

목적

최초로

최초
품질
검사

검사
확인

수입․제조
제품의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검사

품질기준 항목
(일반 10, Bio 12)

분기 1회

품질기준 항목

이상

(일반 10, Bio 12)

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품질기준에 일부

한국환경공단,

제품에

반기 1회

중금속 항목 등

기계연구원,

검사

품질명세를 표시

이상

추가

산업기술시험원,

(일반 17, Bio 19)

에너지기술연구원

적정성감사

9)

하려는 경우

검사항목

품질표시

품질표시

8)

시기

품질표시 여부,
방법, 내용 등을
확인

품질표시 유무,
년 1회 이상

방법, 내용의 적정성

한국환경공단

확인

김도완 외, "국내 고형연료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환경정책 27 no.2 (2019): 5-7.
환경부, 고형연료제품 환경관리 기준 대폭 강화(9.22) (환경부: 환경부,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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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형연료 활성화 관련 방안
고형연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제조 ․ 사용 단계에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조 ․ 사용 구조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SRF 원료가 되는
폐비닐은 선별장에서 배출되어 제조시설로 반입된다. 대부분의 SRF 제조 및 사용 시설이
영세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고, 이로 인해 적절한 전처리 및 품질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별장에서의 폐비닐의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선별효율을 증대시키고,
고형연료 제조시설에 적합한 폐기물처리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조를 보장하기 위해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규모의 경제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경제성이 확보되는 임계 규모에서만 인허가가 필요하다. 제도적으로는 REC가 폐지됨에
따라 EPR 보조금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사용처인 발전시설에서도 원활한
폐기물처리 체계 확보를 위해 수입 BIO-SRF보다는 국내 SRF, BIO-SRF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SRF 사용시설의 경우 6~9% 정도가 매년 폐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이유 및 행정처분에 의한 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SRF 활성화를 위해서 열원 수요가
집약적인 지역(공단 등)의 집단 에너지화 시설(열병합발전, 폐열발전기 등)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보일러를 대체한다면, 보다 원활한 SRF 산업생태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SRF의 법적인 품질규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품질 기준제에서 등급제로 변경하였으나,
품질등급별, SRF별 이용시설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폐목재의 경우 원목가공, 할로겐성분
함유 여부에 따라 목재의 등급 및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전태완 등(2018)에 따르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SRF는 전용 발전소에서 폐기물처리의 개념으로 사용되며, 사용시설은 전용
보일러로 한정하고, 대기 배출허용기준은 소각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SRF 제품 품질기준을 사용 시설별로,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여 주거 외 지역에서는 비성형,
RDF, RPF 등 낮은 등급의 SRF를 사용하고, 주거지역에서는 BIO-SRF와 높은 등급의 SRF만
사용하고, 이원준(2013)의 주장과 같이 대기배출기준을 소각로 수준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등급제로 산업체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유통체계가 형성되어 SRF 산업 활성화
가 가능하며, 주거지역에는 양질 및 BIO-SRF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성의 확보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한편, 사용시설의 경우 제조시설에서 품질검사에 합격한 SRF를 반입하여 사용하지만,
검사가 완료된 반입 SRF에 대해 중복하여 동일한 검사를 받고 있다. 사용시설로 반입된 SRF가
품질검사단계에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용시설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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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특성상 불균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조된 모든 SRF가 품질기준을 만족시키긴 어렵다.
검사기관조차도 제조업체의 SRF 일부만을 시험하는 상황에서 사용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명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로 인해 운영상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사용시설에서의
SRF 보관과 적재 기준 등을 충족시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입한 SRF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용시설에서의 중복 품질검사로 소요되는 예산,
인력, 시간을 절약하고, 제조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거나 검사기관의 인력을 증원시켜 제
조시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행정력과 관리인력,
관리기준을 생산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시킴으로써 SRF 제품 품질관리의 선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SRF는 폐기물이라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제조 ․ 사용시설과의 마찰 및 폐기물의 처리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연성폐기물의 물질 재활용시설이 확충되지 않는 한 소각을 통해 처리되므로
가연성폐기물의 SRF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민원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설치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주민감시가 보장되어야 하며, 창출된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
다.10)
또한 재활용, 재생설비에 대한 규정을 폐기물 처리설비와 구분하여 따로 규정하여 재활용
및 재생설비와 고형연료 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보고 절차를 대폭 완화시켜 주는 것이 고형연료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타당
하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리싸이클링
분야는 폐지류, 폐오일류 및 고철류라 판단되는데, 이러한 상용화된 리싸이클링 설비와는 달리
새로운 리싸이클링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폐기
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탄력성을 제한하
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적으로 유해가스를 완전 저
감시키고 취급 시 분진 저감과 악취를 방지시켜, 사회적 신뢰와 호응을 쌓아 나갈 수 있는 양
질의 RDF 생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또한 연료 적합성으로 고발열량이 필요하고
장기저장성과 일정량의 연료투입을 위한 자동화와 저회분의 제품생산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개발된 RDF 제조기술 및 소각보일러 산업기술을 보급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10)

김도완 외, "국내 고형연료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환경정책 27 no.2 (2019):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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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시장 진출을 위한 상용화 실적의 확보에 박차를 가해 동유럽, 동남아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도입이 시작된 곳을 관계기관에서 시장의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동남
아 국가의 폐기물 처리는 전무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국가가 많으나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수
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 타진이나 견적 문의는 많지만, 자금조달이 어렵고 기반 여건이
열악하여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11) 따라서 정부는 고형연료 업계에 영세한 업체가 많은 것
을 염두하여 신기술 개발에 따른 R&D와 수출 장려를 위한 관련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기업 대응 전략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대부분 영세하며 연소에 따른
다이옥신(Dioxin: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먼지, NOx 등) 등 환경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하여 소각시설(열 생산) 및 열병합발전시설(열, 증기, 전력 생산) 건립 시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이에 정부는 고형연료를 폐기물로 인식하는 대중적인 시선을 의식하여 품질기
준에 따라 사용범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편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
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충분한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SRF 업계는 경영상의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가 하락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의 경쟁력 약화 이외에도 제도개선에 따른 경영여건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SRF 업계의 대응 전략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
째, 유가변동 등 외부시장 변동에 대한 대응력의 문제이다. 모든 시장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내외부적인 변수에 따라 변동이 일어난다. 그 변동에 잘 대응하는 것이 업체의 경쟁력
이며 경영자의 판단과 경영능력이다 . 따라서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은
업체의 몫이다. 그렇지만 SRF 시장과 같이 영세한 업체가 많고 시장형성 초기 단계인 시장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경기변동의 리스크를 줄일 수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SRF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11)

김광수, "고형연료 소각보일러 도입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한양대학교
기업경영대학원, 2018),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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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민간보일러 시설보다는 안정적인 열 공급이 필요한 대형시설이 필요하다. 집단에너지공급시
설이나 화력 발전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형 SRF 수요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민
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통상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SRF는 일반폐기물과는 다른 연료제품으로 폐기물이 아니라고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SRF는 폐기물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반대하고 있다. SRF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갈등 해소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SRF 이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규정 관련이다.
SRF 이용시설에 대해서 매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SRF 이용시설들이 SRF 사
용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SRF를 반입하여 태우는 것보다는 오
히려 파쇄한 Fluff 상태의 가연성폐기물을 중간 가공 폐기물인 것으로 규정하여 반입하여 처리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이다. SRF 이용시설에 대한 규제강화는 SRF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장계폐기물의 SRF 비성형 제품 허용이 야기할 수 있는 오염의 확산이라
는 비판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이 규정이 오히려 SRF의 시장확대를 가로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오히려 자동굴뚝감시장치(TMS)가 설치되어 있
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폐기물 소각시설과 같이
3년마다 1회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시멘트 소성로와 같이 폐기물도 같이 연소하기 때
문에 폐기물 처리시설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설검사를 면제해 주고 TMS 설치의무가 적용
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 한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선택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는 정부의 정기검사 규정이 합리적인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협력하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성형제품 시장의 보호 문제이다. RDF로 대표되는 성형제품의 경우 비성형제품에 비해
가공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성형제품에 비하여 경제성이 떨어진다. EPR의 재활용지
원금과 성형제품의 판매가격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비성형제품 허용으로 SRF 공급량이
많아지고 유가 하락 및 경기침체로 인한 SRF 수요량이 줄어들고 성형제품의 판매가격이 떨어
지면서 성형제품 제조업체의 경영의 어려움이 특히 가중되고 있다. 성형제품의 경우 비성형제품
과 차별되는 별도의 시장형성을 통해 성형제품 제조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
을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RDF 업체의 경우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개별적 시설투자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이제 와
서 시장변화에 따라서 각자도생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지지 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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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RPS의 REC 가중치 차등화나 EDR 지원금의 확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다양한 검
토를 해 볼 수 있으나, RDF 제조업계 내부의 자체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 정책의 일관성 관련이다. 폐자원에너지화 관련 환경부의 정책은
SRF 산업 활성화라는 진흥정책과 폐기물관리 및 대기오염 통제라는 규제정책이 혼재되어 있
기 때문에 환경부 내부적으로도 상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 스스
로 내부정리를 해서 시장에 혼선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환경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SRF
시설투자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부서에서는 SRF 사용을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 줄
수 없다는 식의 혼란이 발생할 경우 SRF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는 지지부진할 것이다. 지
자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도 환경부에서는 한 때 SRF 제조시설을 추진하다가
현재는 최적화 전략에 따라 광역소각시설 설치를 선호하는 양상이다. 그렇지만 광역소각시
설이 야기하는 지역민원 등에 따라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폐기물의 발생지역 처리원칙 등
을 감안할 때 지역별 MBT 전략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12) 이와 관련하여 업체
에서는 사전에 환경부의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12)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활성화 방안," 네이버 블로그(자원순환사회연구소), 2015년 6월 19일 수정, 2020년
12월 9월 접속, https://blog.naver.com/waterheat/22039472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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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1. 국내 고형연료 환경규제 동향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 의무 면제대상 입증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였다. 환경부에서 명시한 고형연료제품이란 폐비닐, 폐가구 등을
가공하여 연료로 만든 것으로 열병합발전소, 산업용 보일러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을 대신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형연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품질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품질등급제를 도입하여 자발적인 품질향상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품질등급 평가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 대상은
품질기준을 통과한 고형연료제품이다.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발열량, 수은, 염소, 황분 등 4개
품질기준항목을 분석하여 1점에서 3점의 평가점수를 각각 부여하며, 4개 품질기준항목
평가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면 최우수, 8점에서 10점 미만은 우수, 8점 미만은 양호로 품질
등급을 받게 된다. 품질 등급 유효 기간은 약 6개월이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www.srf-info.or.kr)’에서 공개된다. 환경부는 고형
연료제품을 쓰는 시설에서 손쉽게 상위등급의 고형연료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우수, 우수 등 상위등급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면제하는 혜택(인센티브)도 도입하여, 고품질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이끌 예정이다. 품질검사는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매분기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 수입자 및 사용자가 보관중인 고형연료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의미한다.
한편, 2019년 11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자는 면제대상을 입증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추가적으로 면제대상
입증절차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플라스틱을 연간 10톤 이하로 사용하는 등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결산보고서를 비롯하여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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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 입증절차 마련(시행규칙 제5조의 2, 제13조)
-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증빙서류
등을 규정

b)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기준 및 구분절차(시행규칙 제20조의2제2항․제5항 및 별표 7의 2 신설)
-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판정을 위해서 품질기준항목별 평가점수와 품질등급 구분기준을
정하고 세부절차는 고시로 위임

c)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공개(시행규칙 제20조의2제4항 신설)
-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 등급을 공개
- 공개된 품질등급은 품질등급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유효하게 사용

d)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 시 사용시설 인센티브(시행규칙 제20조의5제4항 및 제5항 신설 )
-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
-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비율 이상으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품질확인을 면제

13)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시행, 발열량 등 4개 기준 평가," 환경부, 2020년 5월 26일 수정, 2020년 12월 9
월
접속,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
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373450&boardMasterId=1&boardCategoryI
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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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2]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기준(제20조의2제3항 관련)
1.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항목별 평가점수
가. 일반 고형연료제품
평가점수
품질기준항목

단위
3점

2점

1점

(저위)발열량
(수입제품의 경우)

㎉/㎏

≥6,000
(≥6,150)

≥5,000
(≥5,150)

≥3,500
(≥3,650)

수은 함유량

mg/kg

≤0.2

≤0.5

≤1

염소 함유량

wt.%

≤0.5

≤1

≤2

황분 함유량
(폐타이어만으로
제조한 경우)

wt.%

≤0.2

≤0.4

≤0.6

(≤1.6)

(≤1.8)

(≤2.0)

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평가점수
품질기준항목

단위
3점

2점

1점

(저위)발열량
(수입제품의 경우)

㎉/㎏

≥3,600
(≥3,750)

≥3,300
(≥3,450)

≥3,000
(≥3,150)

수은 함유량

mg/kg

≤0.1

≤0.3

≤0.6

염소 함유량

wt.%

≤0.1

≤0.3

≤0.5

황분 함유량

wt.%

≤0.05

≤0.1

≤0.6

2.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기준
품질등급
최우수

구분기준
4개 품질기준항목의 평가점수의 합계가 10점 이상

우수

4개 품질기준항목의 평가점수의 합계가 8점 이상 10점 미만

양호

4개 품질기준항목의 평가점수의 합계가 4점 이상 8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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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업무절차 흐름도

□ 고형연료제품
- 폐합성수지류, 폐지류, 폐목재류 등과 같은 가연성 고체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분쇄, 분리, 선별, 건조, 성형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서 수분과 불연성 성분
들을 제거해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에 맞도록 제조한 재활용제품

<표 6> 고형연료제품 종류
종류

제조원료

제조형태

①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제외)
② 폐합성수지류(자동차 파쇄잔재물(ASR) 제외)
SRF

③ 폐합성섬유류
④ 폐고무류(합성고무류 포함)
⑤ 폐타이어

<성형>

<비성형>

<성형>

<비성형>

① 폐지류
Bio
SRF

② 농업폐기물(왕겨, 쌀겨, 옥수수대 등 농작물 부산물)
③ 폐목재류(철도폐침목, 전신주 제외)
④ 식물성잔재물(땅콩껍질, 호두껍질, 팜껍질 등)
⑤ 초본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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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형연료(SRF) 에너지화 Process

2. 해외 고형연료 환경규제 동향
해외 선진국의 경우 폐기물을 소각하여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은 2000년 중반 이후의 변
화라고 할 수 있으며, 과거의 폐기물 소각은 폐기물 중 유해물질을 분해시키는 것이 주된 목
적이었으나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과 폐기물의 열적 가치 등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필요성이
에너지자원의 보존이라는 면에서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되어 재생에너지의
확보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었다. 유럽은 폐기물의 자원화, 물질 재활용 및 에너지 이용,
열적 회수에 대하여 상당히 적극적인 정책적 방향을 유도하여 왔으며, 이는 자원 절약 및 지
구온난화라는 현실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 때문으로 판단된다. 유럽 정부는 포장재 폐기물(전
기제품 포함)에 대한 재활용의무화비율(Recovery & Recycling Obligation) 및 매립량의 제
한 등의 정책을 진행시켜 왔다. 특히,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열적 회수(Recovery, R1)에
대한 기준을 60%에서 65%로 조정하여 폐기물이 열적 회수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준을
상향 재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각시설의 개선 및 사용되는 폐기물에 대한 전처리 방법이 확산
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폐기물 고형연료화는 폐기물의 전처리 방법의 하나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CEN(Committee of European Norma)에 의하여 폐기물 고형연료
(SRF : Solid Refuse Fuel)와 관련된 기술적 기준(TS343 : Technical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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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이 통과되어 관련된 많은 사항이 표준화(EN : European Norma)되었다고 하여도 폐기물
고형연료인 SRF는 폐기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중금속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폐기물 고형연료를 대체연료 또는 보조연료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들도 유럽 내에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2011년 및 2012년에 걸쳐 폐기물 중의 일부
를 대체연료로 사용하는 법안을 연방법(CFR : Code of Federal Regulation)으로 새롭게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대체연료로 이용하는 방법이 최근에 확대되기 시작하였으
며, 기존의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사업장폐기물을 혼소하
는 방법이 거의 15년 만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혼소할 때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은 일정한 전처리를 거쳐 고형연료화(RDF type 2&3)의 형태로
가공된다. 또한,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가공하여 열적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물질 재활용 비율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 일본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 주로 소각처리 방법을 이용
하여 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소형소각로가 확산되어 높은 운전비의 문제
및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회수가 사실상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
한 소형소각로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일본 정부는 생활폐기물을 소형소각로를 이용하여 소각하
는 대신 취급성이 용이한 고형연료로 생산하고, 이를 폐기물 고형연료 전용 보일러로 수집
하여 발전 및 열을 생산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물론 저장시설에서의 폭발 등의 문제가 있으
나, 현재 일본에서는 많은 고형연료 제조시설 및 이를 이용하는 전용 보일러가 운전
되고 있다. 최근까지 상업폐기물 및 산업폐기물을 고형연료화하는 포장재폐기물의 연료
화에 대하여 물질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0년 관련법의 개정으로 폐기
물의 연료적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RPF(Refuse Plastic and Paper Fuel)를 제정하고,
이에 대한 표준규격(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을 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포장재 폐기물에 대하여 “비상시 또는 물질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연료적
이용을 위하여 RPF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 개정된 법에 따라 RPF의 품질기준
은 성형된 고형연료로 한정하고 발열량 및 염소 등의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여 포장재 폐기물이
물질 재활용되지 않고 대체연료로 이용되어 기존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것을
가능한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14)
14)

최상규, "국내 고형연료(SRF) 제도시행 전·후와 원재료의 변화에 따른 SRF 품질변화 고찰," 신재생에너지
12 no.4 (2016):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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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提言)
현재 고형연료는 크게 일반 SRF(Solid Refuse Fuel)와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하는
BIO-SRF(Biomass-Solid Refused Fuel)로 나누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품질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시장 또한 형성되어 있다. 고형연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고형연료의 적절한 가격 형성을 위한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SRF의 판매를 촉진하는 것이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환경유해물질
배출로 인하여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등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부정적인 여론으로 2019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 가중치가 없어져
퇴출되었으나 실제 SRF 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농도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명시된 배출허용기준 0.1ng-TEQ/Sm3을 초과하지 않으며 먼지, 황산화물
(SOx), 질소산화물(NOx), 중금속(입자상 물질) 등 기타 대기오염물질 또한 여과집진장치(Bag Filter : 먼지
제거), 활성탄 분사시설(Activated/Carbon Filter : 중금속 및 다이옥신 제거), 선택적촉매환원시설(SCR :
Selective Catalyst Reduction) 등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명시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고형연료(SRF)가 폐기물이 아니라 연료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으로의 대중적인 인식전환을 통하여 제품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형연료에 대한 환경규제 완화를 통한 제품생산 ․ 유통 및 사용 장
려이다. 환경부에서 정한 고형연료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SRF를 사업장에서 반입하여 연
료로 활용하는 것은 균일한 연료 수급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SRF 제조시설과 사
용시설에서의 중복된 품질검사는 유관기관의 예산 및 인력 낭비뿐만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저
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매체별로 분산 ․ 중복되었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으로 고형연료(SRF) 사업장의 친환경 연료(LNG)
변경을 유도하고 있는 환경부 기조 역시 SRF 시장 활성화에 큰 장애요인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등 정부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고형연료
(SRF) 제조 및 사용 업체 등 산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공정회 및 세미나 개최)하여
고형연료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환경규제의 완화 방안에 대하여 숙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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