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of Korean Inst. of Resources Recycling

Vol. 26, No. 2, 2017, 71-79

≫ 기술보문 ≪

71

https://doi.org/10.7844/kirr.2017.26.2.71

pISSN : 1225-8326 eISSN : 2287-4380

순환유동층 석탄재의 활용 기술과 광산 채움재 관련 규격 동향

장정국·지상우·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Utilization of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Ash and 

Related Specifications for Mine Backfills

Jeong Gook Jang, Sangwoo Ji and §Ji-Whan Ah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124 Gwahak-ro, Yuseong-gu, Daejeon, 34132, Republic of Korea

요 약

순환유동층(CFBC) 보일러 방식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는 유리 석회와 무수석고의 함량이 풍부하고 자경성을 가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질로서 유용하게 활용해야 할 자원 중 하나이다. 최근 CFBC 석탄재를 포함하여 석탄화력발전소 부산

물을 활용한 광산 채움 기술 및 광해 관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CFBC 석탄재를 광산 채움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검토와 함께 관련 규격에 대해 향후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할 여지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CFBC

석탄재의 유효 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광산 채움 분야의 활용을 위해 국외의 규격 동향을 고찰한 후 연구방향 및

시사점에 대해 정리하였다. 

주제어 : 순환유동층 석탄재, 순환자원, 채움재, 광산, 규격

Abstract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CFBC) ash is one of useful mineralogical resources having abundant content of free

lime and anhydrite, and has a self-cementitious property. Recently, considerable interest has been gained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CFBC ash, along with its use in mine backfill and reclamation. Prior to adopt the use of CFBC ash in the mine backfill tech-

nology, discussion on the technology and related specification is prerequisite in the future. This paper presents a review on stud-

ies in the emerging technology of CFBC ash utilization, and provides useful information with regard to the specifications for

mine backfills utilizing CFBC ash.

Key words :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ash, resources circulation, backfill, mine, specification

1. 서 론

석탄재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산업부산물

중 하나로 유용하게 활용해야 할 자원 중 하나이다. 우

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에서는 그 동안 미분탄 연소

방식(Pulverized coal combustion, 이하 PCC)의 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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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순환유동층 방식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이하 CFBC)의

보일러가 다수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CFBC 보일러

는 고체 입자를 유동화하여 연소하는 방식으로 우수한

연소 효율과 낮은 환경 부하의 이점으로 청정 화력발전

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1). PCC 방식의 발전소

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는 대표적으로 비산재와 바닥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70~90%, 10~30%의 발생량을

차지한다2-4). 이 석탄재는 높은 연소온도(1300 - 1700°C)

에 의해 유리질의 알루미노실리케이트(Aluminosilicate)

로 이루어져 있으며 포졸란(Pozzolan) 반응성을 띄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2,5). 반면, CFBC 보일러에서 발생하

는 석탄재는 탈황 과정에서 투입하는 석회석에 의해 유

리 석회(Free CaO)와 무수석고의 함량이 풍부하고 물질

자체가 자경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6,7). PCC

방식과 CFBC 방식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는 주로 시멘

트 ·콘크리트 분야, 토목·건설 분야에서 재활용되거나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2,8-12).

국내에는 가행광산과 휴·폐광산을 합하여 약 5000개

이상의 광산이 존재하며, 이 중 지하 공동이 존재하는

광산은 약 2000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13). 이러한

지하 공동의 존재는 광산의 지반 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13), 산성 광산배수

와 침출수에 의한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등 광범위한

광해를 유발할 수 있다14). 광산 채움기술은 광산의 안

전성 향상, 환경영향성 저감, 채굴율 증진을 목적으로

적용되는 기술로서, 종래의 광산 채움기술은 모래, 자갈,

폐석 등의 비활성 물질을 채움재로 사용하거나 시멘트

계 재료와 함께 페이스트화 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13). 최근에는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

의 무기 폐기물을 채움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으며, CFBC 석탄재, PCC 석탄재 등을

활용한 채움 기술이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되고 있다15-19). 그러나 석탄재를 광산 채움 용도로 효

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검토와 함께 관

련 규격에 대해 향후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CFBC 석탄재의 유

효 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광산 채움

분야의 활용을 위해 국외의 규격 동향을 고찰한 후 연

구방향 및 시사점에 대해 정리하였다.

2. 순환유동층 석탄화력발전

CFBC 보일러는 다양한 종류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

으며 뛰어난 연소효율과 안정적 발전, 유해 배기가스의

배출 저감이 가능한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의 한 종류이

다1). 특히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많은 부분을 차

지하는 저품위탄(저열량탄)을 혼소할 수 있다는 장점 때

문에 아시아와 동유럽에서는 효용성이 높으며, 향후

CFBC 보일러의 수요와 발전용량은 전세계에서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 PCC 보일러와 비

교하여 CFBC 보일러가 가진 특징으로는 저온연소(800

- 950°C)에 의한 NOx 발생량의 저감과 식 (1)과 (2)에

서 나타난 것처럼 석회석을 이용한 로내의 탈황으로

SOx의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20).

CaCO3 = CaO + CO2 (1)

CaO + SO2+ 1/2O2 = CaSO4 (2)

또한, CFBC 보일러에서는 각 반응 시간 동안 입자

를 순환 유동시킴으로서 연료의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으며, 이 외에도 슬러지, 폐 타이어, 폐 플

라스틱, 등 다양한 종류의 산업 폐기물이나 바이오매스

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다1). 국내에서는 한국남동발전의 여수발전소

(328.6 MW급), 한국동서발전의 동해바이오화력(431 MW

급), 한국남부발전의 삼척발전소(2000 MW급) 등에서

CFBC 보일러를 운영 중에 있다.

고형 석탄 연료의 연소에는 필연적으로 석탄재가 발

생하게 되는데, PCC 보일러와 비교하여 CFBC 보일러

는 탈황 과정에서 투입되는 많은 양의 석회석에 의해

발생되는 석탄재가 더욱 많다1). PCC 보일러에서 발생

하는 석탄재와 비교하여 CFBC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석

탄재의 물성 상 가장 큰 차이점은 화학 조성에 있다.

CFBC 보일러에서는 탈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칼슘과

황의 비(Ca/S)를 2.0 - 2.5 정도로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석탄재에는 반응하지 않은 CaO와 탈황과정에

서 생성된 CaSO4가 화학조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결정상의 함유량이 PCC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에

비해 높다21). 또한 CFBC 석탄재는 물과 닿으면 직접

반응을 일으키는 자경성을 가지며, 이것은 PCC 석탄재

가 포졸란 반응성을 가지는 것과 큰 차이점이 있다21).

물리적 측면에서는 Fig. 1과 같이 PCC 석탄재가 구형

에 상대적으로 입도분포가 좁은 것과 달리 CFBC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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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형상이 불규칙하고 거칠며 넓은 입도분포와 큰 강

열 감량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22). 이러한 물리

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CFBC 석탄재의 재활용은 기술

적인 측면에서 여러 과제를 가지고 있다.

3. 순환유동층 석탄재 활용 기술 관련 연구 동향

3.1. 시멘트 콘크리트 혼화재

전통적인 PCC 방식의 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석탄재

가 시멘트·콘크리트 분야, 토목·건설 분야에서 활발히

재활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CFBC 보일러에서 발생하

는 석탄재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하

다. 향후 친환경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지닌

CFBC 보일러 방식의 화력발전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

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물의 자원순환을 고려한 청정

석탄화력 기술 확립을 목적으로 CFBC 석탄재의 재활용

에 대한 필요성이 많은 연구자에 의해 역설되고 있다1).

CFBC 석탄재의 활용이 가장 활발히 검토되고 있는

분야는 시멘트·콘크리트 분야라 할 수 있다. CFBC 석

탄재가 가진 자경성은 이 물질이 시멘트계 재료로 수월

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기존 연구결과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

다. 대표적으로, CFBC 석탄재는 물과 함께 격렬한 발

열 반응을 일으키며, 경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팽창

성과 경화된 후 CFBC 석탄재로부터의 고알칼리성 침

출수가 문제가 된다20-22). 또한 구형으로 상대적으로 입

도분포가 좁은 PCC 석탄재와 달리 CFBC 석탄재는 형

상이 불규칙하고 거칠며 넓은 입도분포를 가지고 있어

혼화재로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가 용이하

지 않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23,24). 이 외에도

CFBC 석탄재의 높은 SO3 함량으로 인하여 포틀랜드

시멘트의 혼화재로 사용하기에는 KS, ASTM과 같은

표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한다25).

CFBC 석탄재의 시멘트·콘크리트 분야 활용과 관련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중국의 연구진을 중

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Fu et al.26)은 파분

쇄가 CFBC 비산재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파분쇄된 비산재는 높은 비표면

적과 증가된 pH로 인해 더욱 빠른 수화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Li et al.23)은 활성 황산

염, 알칼리 활성화제, 계면활성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질한 CFBC 석탄재를 사용하여 혼합 시멘트의 수화

특성과 물리적 성질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다양

한 개질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CFBC 석탄재-시멘트 혼

합물의 강도를 증진시킬 수 있었으며, 중국 산업 규격

에서 규정한 Strength Class 42.5, 32.5의 제품을 제조

하는데 CFBC 석탄재를 최대 30%까지 혼입할 수 있음

을 보고하였다23). 또한 최근에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이 외에도 다양한 특수 목적 시멘트 기반 재

료의 구성물질로 CFBC 석탄재의 활용이 검토되고 있

다. Chi and Huang25)은 댐이나 도로 포장의 건설에

사용되는 전압 콘크리트(Roller compacted concrete)의

제조에 CFBC 석탄재를 적용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CFBC 석탄재를 콘크리트의 잔골재 대비 최대 5%까지

치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압축강도, 할렬 인장강도,

내황산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25). 이외

에도 오토클레이브 양생한 경량기포 콘크리트(Autoclaved

aerated concrete)의 제조에 CFBC 비산재를 활용한 연

Fig. 1. Morphology of coal ashes observ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74 장정국 ·지상우 ·안지환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6, No. 2, 2017

구가 수행되었다27). 이 연구에서는 CFBC 비산재의 혼

입이 수화 생성물과 공극률에 영향을 미치며,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역학적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높은 Ca/

Si 비율을 지닌 CFBC 석탄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

였다27).

3.2. 알칼리 활성 재료

알칼리 활성 재료는 새로운 종류의 시멘트계 재료 중

하나로 메타카올린과 같은 광물 또는 슬래그, 석탄재와

같은 산업부산물을 알칼리 자극제와 반응시켜 제조한

다28). 알칼리 활성 재료는 규산칼슘 수화물(C-S-H)을

주 조직으로 하는 알칼리 활성 슬래그와 규산알루미늄

수화물(A-S-H)을 주 조직으로 하는 지오폴리머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12). 이 중 지오폴리머의 일종인 알칼리

활성 비산재는 유리질의 규산알루미늄이 풍부한 PCC

석탄재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8). 그 동

안 PCC 석탄재를 사용한 알칼리 활성 비산재에 대한

연구는 반응 메커니즘, 역학적 성능, 내열성, 내구성, 유

해 물질 고정능 등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 왔으며, 재료의 과학적 이해도는 어느 정도 성숙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29). 반면 CFBC 석탄재를 사용

한 알칼리 활성 재료는 연구 초기단계에 있으며 향후

많은 활용이 기대되는 잠재성을 가진 분야 중 하나로,

알칼리 활성 CFBC 석탄재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광산

채움재 제조에 응용될 수 있다.

PCC 석탄재와 비교하여 CFBC 석탄재의 굵고 거친

입자특성은 알칼리 활성 반응에 있어 결점으로 작용하

는 요소 중 하나이다. Chindaprasirt and Rattanasak30)

는 파분쇄한 CFBC 석탄재를 PCC 석탄재와 함께 알칼

리 활성 반응시킨 재료에 대해 연구하여 파분쇄에 의해

미립화된 CFBC 석탄재가 반응률을 향상시키고 이와

더불어 충전효과를 일으킴으로써 지오폴리머의 강도 향

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PCC 석탄재와

CFBC 석탄재의 혼합 분체를 사용한 지오폴리머는

CFBC 석탄재를 최대 40%까지 PCC 석탄재에 치환함

으로써 30 MPa 이상의 안정적인 역학적 성능을 지닌

경화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31). 한편, CFBC 석탄재의

낮은 반응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알칼리 용융법에 의한

개질 효과를 검토한 연구에서는 수산화 나트륨의 녹는

점(318°C)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알칼리 용융법을

이용한 전처리를 실시함으로써 반응성이 낮은 CFBC

비산재를 바닥재와 함께 지오폴리머 생산에 활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32,33).

수화에 의한 CFBC 석탄재의 에트링자이트 생성 반

응은 경화속도 및 반응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Chindaprasirt et al.34)은 수산화 알루미늄과

고농도의 알칼리 자극제(수산화 나트륨)를 사용하여

CFBC 석탄재 지오폴리머의 에트링자이트 생성을 제어

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고농도의 알칼

리 자극제를 사용함으로써 에트링자이트의 형성을 막을

수 있었으며, 수산화 알루미늄은 반응을 촉진시키는 동

시에 치밀한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혔

다34). 한편, CFBC 석탄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알칼리

활성 재료의 내구성은 내산성, 내열성 등 일부 성능에

있어 포틀랜드 시멘트 경화체와 비교하여 우수성을 가

질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나35,36), 향후 사용 용도에 따

른 내구성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3. 페이스트 채움재

페이스트 채움재는 CFBC 석탄재를 활용할 수 있는

유망한 기술 분야 중 하나이다. 시멘트 콘크리트 분야

의 학술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저강도 고유동 채움재

(Controlled low-strength materials, 이하 CLSM)는 페

이스트 채움재의 일종으로, 요구되는 대표적인 성능으

로는 재굴착을 위한 저강도와 자기충진을 위한 높은 유

동성이 있다37). ACI 레포트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그

동안 채움재 기술 분야는 산업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다양한 비규격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37,38), 석탄재는 대표적인 관심 물질 중

하나이다. 특히, 광산 채움에 있어 석탄재가 갖는 이점으

로는 구조적 보강효과, 광산 수질 관리, 채굴율의 향상,

유해 중금속의 안정화, 광해복구, 재녹화 등이 있다39).

석탄재 중에서도 PCC 석탄재를 활용한 광산 채움

기술에 대해 많은 연구와 현장 적용이 이루어져 온 것

에 비해, CFBC 석탄재를 활용한 연구와 실 적용에 대

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Shon et al.40)은

CLSM 제조를 위한 CFBC 석탄재의 적용성에 대해 연

구하였으며, 요구성능을 만족하기 위해 유동성 페이스

트 채움재에 널리 사용되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함께

CFBC 비산재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종래의 CLSM 채움재가 느린 응결속도

와 강도 발현을 보이는 것에 비해, CFBC 석탄재를 사

용함으로써 응결 속도의 촉진과 강도 증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밝혔다40). 그러나 CFBC 석탄재의 함량

이 증가할수록 유동성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

에, 적절한 공학적 재료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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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BC 석탄재가 가진 자경성으로 인해 채움재의 응결

촉진과 경화체의 강도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

실은 Hsu et al.41)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찾을

수 있다. 한편, Cheng et al.42)은 CFBC 석탄재와 PCC

바닥재를 동시에 사용한 채움재에 관해 연구하여 채움

재 제조를 위한 최적의 수분함량은 PCC 바닥재의 혼입

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나아가,

Siriwardane et al.19)은 CFBC 석탄재를 사용한 수압식

채움재를 현장에 적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광산 채움에 있어 CFBC 석탄재에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효과 중 하나로 산성 광산 배수의 중화작용이 있

다. Canty and Everett43)는 오클라호마 주에 위치한

폐 석탄광산의 산성배수를 중화하기 위해 물과 CFBC

석탄재를 혼합한 슬러리 형태의 채움재를 적용한 후 모

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용존산소,

온도, pH, 탁도 등을 측정하였으며, CFBC 석탄재에

존재하는 산화물의 가수분해와 이로 인한 수산화물의

형성, 금속 수산화물의 침전 등으로 인해 산성 배수를

중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43). 또한 Porter and

Nairn44)는 오클라호마 주의 폐 석탄광산에 적용한

CFBC 석탄재와 자연정화법(Passive treatment)으로 인

하여 산성 광산 배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44).

4. 광산 채움 관련 규격화 동향

4.1. 국외 사례조사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CFBC 석탄재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석탄재를 광산 채움 용도로 활용한 사례

를 정리하고, 관련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미국의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는 2001년 석

탄 광산의 재채굴을 위하여 수질학/지질화학적 요소를

고려한 최선의 현장 관리 방법을 요약하여 발표하였다45).

EPA 보고서에서는 특히 광산 배수로 인한 오염을 최소

화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CFBC 석탄재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석탄재를 사용

하여 산성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과 지화학적 변질을 최

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45). 한편 Murarka and

Erickson46)은 석탄재를 광산 채움 용도로 활용한 사례

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Department of Energy (DOE)

보고서로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석탄재의 효용

성(산성 광산 배수의 중성화, 투수성 저감, 구조 보강,

석탄재 재활용 및 처분 효과)에 대해 사례 조사 결과와

현장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46). 특히 펜실베니아 현장

의 경우 CFBC 석탄재를 석탄 광산에 채움으로서 산성

광산 배수를 중화시킬 수 있었으며, 침전작용에 의해 비

소, 카드뮴, 알루미늄의 용출이 완화된 사례를 보고하

였다46).

호주에서는 Centre for Coal in Sustainable Develop-

ment (CCSD)의 지원 하에 석탄재를 활용한 광산 채움

재에 관한 보고서가 2006년 공개되었다47). 이 보고서에

서는 석탄재를 활용한 광산 채움에 있어서 석탄재-광산

배수-암반층의 세 구성요소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에 대해 고려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간이 시

험법을 제안하였다47). 캐나다의 Mine Environment

Neutral Drainage (MEND) 프로그램은 산성 광산 배수

에 의한 광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연구

의 결과 및 사례조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 중 페이

스트 채움재를 다루고 있는 MEND Report 10.2에서는

시멘트와 함께 석탄재를 사용할 경우 지질 및 지하수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시키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채움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48). 한편, 해외에서 발행

한 보고서는 석탄재를 활용하여 광산 채움을 실시할 경

우의 이점과 고려사항을 정리하였으나, 광산의 위치와

종류, 주변 환경 등에 따라 지질·수질학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상이해질 수 있으며, 특히 석탄재 활용의 경우

각국의 환경규제에 의한 한계점을 지적하였다47).

4.2. 규격화 동향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 규격화 기관인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의 E50 위

원회 ‘Environmental Assessment, Risk Management

and Corrective Action’와 E50.03 ‘Beneficial Use’ 소

위원회는 1998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 부산물을 활용한

광산 채움 기술의 규격화 활동을 시작하였다(Table 1

참조). ASTM 규격의 주 목적은 석탄재를 광산 채움에

적용할 때 필요한 재료 및 장소의 선택, 채움재의 제조,

실내 시험법, 시공,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제

공하는 것이다. 현재 노천 광산을 대상으로 한 2개의

규격이 공개(Active)되어 있으며, 지하 광산을 대상으로

한 1개의 규격이 준비(Proposed) 중에 있다.

노천 광산을 대상으로 한 ASTM E2243-1349)은 석

탄재를 활용한 광산 주변의 복구, Highwall 매립과 관

련하여 적절한 공학적 성능과 환경적 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격은 오염 방지 프

로그램을 목적으로 하는 ASTM E1609(현재 철회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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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승계하였으며, 사용하는 석탄재의 물리화학적 특

성이 종류에 따라 편차가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분석

과 공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49). ASTM

E2243-13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는 석탄재의 물리화학

적 특성, 대상 광산의 현장 조사, 실험실 시험법, 채움

재 제조 시 고려사항 및 설계방법, 사후 모니터링 등이

며, 석탄재의 활용에는 미국 내 각 주(州)의 규제

(Regulations)를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49). ASTM

E2278-1350)은 ASTM E2243-13에서 다루고 있는 석탄

재를 활용한 노천광산의 채움과 관련하여 산성 광산 배

수의 중화와 재녹화를 목적으로 석탄재를 사용할 경우

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산성 광산 배수의 중화를 목

적으로 석탄재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화된 석탄재를 사

용함으로서 투수성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황산

염이 풍부한 CFBC 석탄재는 산소의 침투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50). 또한, 재

녹화를 위해 산성 광산 토질과 석탄재의 혼합물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pH, 산/염기도,

인, 칼륨 등 토질 영양분의 함량, 투수성 등에 대해 분

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50). 한편, ASTM의 WK1791951)

는 2007년에 지하 광산의 지반 침하 방지와 산성 광산

배수 중화를 위해 석탄재를 활용한 채움 지침을 제안하

였으나, 아직까지 준비 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석탄재는 산업 폐

기물로 취급되고 있으며, 따라서 광산 채움재로의 활용

은 국내 환경 규제에 제약을 받는다. 국내에서는 광해

관리 분야에서 몇몇의 국가표준(KS)이 존재하지만 석탄

재를 활용한 광산 갱내 채움 및 충전과 관련한 표준은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다. 향후 효율적인 석탄재의 활용

과 광해 관리를 위해서는 석탄재가 광산 및 주변 환경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면

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술의 규격화에 대

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CFBC 석탄재는 순환유동층 보일러 방식의 화력발전

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미분탄연소 방식의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PCC 석탄재와 물리화학적 특성이 매우 상이

하다. CFBC 석탄재는 유리 석회와 무수석고의 함량이

풍부하고 자경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특성은 시멘트 콘크리트 혼화재 분야, 알칼리 활성 재

료 분야, 페이스트 채움재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채움재는 CFBC 석탄재를 활용할 수

있는 유망한 기술 분야 중 하나로 향후 채움재의 재료

설계, 환경 영향성, 산성 광산 배수의 중화효과, 중금속

의 고정화 기작 등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석탄재를 활용한 광산 채움 기술은 미국 등 해외에서

여러 실시 사례와 사후 모니터링 결과가 존재하지만,

PCC 석탄재를 비롯하여 CFBC 석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환경규제 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산화탄소 격리

기술의 일종으로 CFBC 석탄재를 활용한 광물 탄산화

기술과 이러한 복합 탄산염을 광산 채움재로 활용하고

Table 1. ASTM E50.03 standards for beneficial use of coal combustion products

Status Code Title Year

Active

E2060-06
Standard Guide for Use of Coal Combustion Products for Solidification/Stabilization of

Inorganic Wastes
2014

E2201-13 Standard Terminology for Coal Combustion Products 2013

E2243-13
Standard Guide for Use of Coal Combustion Products (CCPs) for Surface Mine

Reclamation: Re-contouring and Highwall Reclamation
2013

E2277-14 Standard Guide for Design and Construction of Coal Ash Structural Fills 2014

E2278-13
Standard Guide for Use of Coal Combustion Products (CCPs) for Surface Mine

Reclamation: Revegetation and Mitigation of Acid Mine Drainage
2013

E3033-16 Standard Guide for Beneficial Use of Landfills and Chemically Impacted Sites 2016

Proposed
WK54880

New Guide for Beneficial Use of Coal Combustion Products Stored in Landfills or

Surface Impoundments 
2016

WK17919 New Guide for The Use of Coal Combustion Products for Underground Mine Fill 2007



순환유동층 석탄재의 활용 기술과 광산 채움재 관련 규격 동향 77

자원리싸이클링 제 26권 제 2호 , 2017

자 하는 검토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

인 석탄재의 활용과 진보된 광해 관리기술의 확보를 위

해서 향후 관련 기술의 규격화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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