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of Korean Inst. of Resources Recycling

Vol. 26, No. 2, 2017, 80-88

≫ 기술보문 ≪

80

https://doi.org/10.7844/kirr.2017.26.2.80

pISSN : 1225-8326 eISSN : 2287-4380

발전회를 이용한 광산환경 복원사례 연구

유종찬·지상우·

§안지환·김춘식*·신희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일시멘트

A Case Study of Mine Environmental Restoration using Coal Ash

Jong-Chan Yoo, Sang-Woo Ji, §Ji-Whan Ahn, Chun-Sik Kim* and Hee-Young Shi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Hanil Cement Co., Ltd.

요 약

전 세계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발전회의 매립을 위한 부지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재활용 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지

금까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또한, 휴·폐광산의 갱구, 폐석 더미, 지하공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광해는 심각한 인명피해 및 환경오

염을 일으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석탄, 금속, 석회석 광산에서 발생하는 AMD (Acid Mine Drainage), 지반침하 등의 광

해방지에서 발전회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발전회는 그 물리화학적인 특성에 따라 AMD 중화, 노천광산에서의

차폐재, 지하광산의 채움재 및 토양 개량제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등의 국외에서는 관련 지침을 마련하

여 현장 적용사례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현장 적용을 위한 몇몇 연구들은 수행돼 왔지만, 현재 발전회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적용사례가 미흡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국외의

관련 선행 적용사례들을 참고하여 광해방지사업에서 발전회의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관리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발전회, 발전회 재활용, 광산, 광산복원, 광해복구

Abstract

Globally, there has been a lot of research related to recycling coal ash from power plant stations. This research is happening

because there is a considerable shortage of sites for reclamation of increased coal ash every year. In addition, a variety of envi-

ronmental pollutants have appeared because of mining activity. Abandoned coal mine, pits, and mine tailing piles caused pol-

lutants to come to the surface resulting in serious damage for humans and the environment. Therefor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or not coal ashes have the ability to prevent several environmental problems by mining in Korea and a man-

ageable form recycling coal ashes. In overseas countries, there is a sufficient field of applicable cases where coal ash is used

for neutralizing AMD (Acid Mine Drainage), covering of the waste materials, grouting, and soil amendments. However in Korea,

since the coal ash is classified as a ‘waste’, there is an insufficient field applicable cases so f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

lish a specific standard and management system for the utilization of coal ash based on the relevant precedent cases applied

abroad in order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mining activ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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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분탄연소물에서 석탄연소과정의 부산물인 발전회는

국내에서 연간 800만 톤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1). 국내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발전회의 처리를

위한 매립지가 부족하며, 이를 신설하기 위한 부지확보

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발전회를 재활용하는 방안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발전회는 공기의 흐름에 의

해 바닥으로 떨어지는 조립질의 bottom ash와 배기가스

에서 정전기 또는 기계적인 침전으로 포획되는 미립질

의 fly ash으로 나눌 수 있다. 발전회 내 fly ash는

bottom ash보다 약 5-10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이를 시멘트, 건설업, 광산채움재, 토양개량,

농경지, 폐기물 안정화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

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다양한 발전회

의 재활용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발전회 재활

용은 2004년 환경부 및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철강

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라 콘

크리트 혼화재, 시멘트 원료, 각종 골재 등의 9가지의

항목의 용도로만 제한하고 있다2).

휴·폐광산의 갱구 및 폐석더미에서 발생되는 AMD

(Acid Mine Drainage)는 황철석(FeS2)과 같은 황화광물

의 산화로 인하여 생성되며, 주변 하천, 지하수 및 토양

의 산성화 및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의 이동성을 증가시

키는 환경문제를 유발한다3). 이 때, 발전회는 일반적으

로 pH 12 이상의 알칼리 상태이기 때문에 AMD의 중

화처리 및 금속제거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또한 발전회를 휴·폐광산의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 광산부지 인근에서의 건설작업으로 인한 지반균

열, 지하광산의 채굴로 인한 지하공동, 석회암 지반의

용해로 인한 지하공동, 지하수유출로 인한 지반침하 및

AMD 발생억제, 중금속 안정화제로서 토양개량효과 등

이점이 많지만, 발전회의 적용 후 중금속 등 오염물질

들이 주변 토양 및 지하수로의 거동을 확인하는 지속적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에서는 노

천광산 및 지하광산의 복구 및 갱내충전(backfill)을 위

한 발전회의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실제 적용사

례도 많다(ASTM4-7), JCOAL8), EPA9), EU-legislation10-14),

DOE15), CCSD16), MEND17)). 미국에서는 이를 “표준

방법”으로 지정하여 각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발전

회의 종류에 따라 석탄광산 채움재 뿐만 아니라 토양

개량제, 건설 및 도로재료, 중금속 안정화제로서 사용가

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여기에는 발전회의 적용 후 사후

관리에 대한 지침도 포함되어 있다4-7,18). 실제로, 호주

에서는 2003년 기준으로, 연간 약 1,300만 톤의 발전회

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약 250만 톤은 광산부지의 정

화를 위한 재활용에 사용되었다19). 또한 미국의 경우,

2000년 기준 약 9,800만 톤의 발전회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약 2%이 광해방지 및 토양 개량제 등으로 재활

용되었다20). 그 밖에도, 멕시코에서는 매년 약 400만

톤의 발전회가 노천광산의 복구를 위하여 사용되어져

오고 있으며21), 유럽(ECOBA)에서 발생되는 약 5,500

만 톤의 발전회 중, 약 52%이 지하광산 및 건설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고되었다22). 하지만, 국내에서는 발전회

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어 광해복구를 위한 발

전회의 적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실규모의 연

구와 더불어 발전회의 적용에 따른 주변 환경으로의 위

해성을 판단하기 위한 몇몇의 연구들만이 제한적으로

수행되어져 왔다23-2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광산부지에서 발생하

는 지반침하 혹은 AMD 발생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발

전회의 사용을 위하여, 현재까지 개발된 해외 선진기술

의 연구 및 적용사례와 비교하여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

는 기술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광산지역의 토양 및

수질 개선, 지반침하 방지 등 환경복원에 발전회의 효

과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광산환경 복원을 위한 발전회의 적용사례

2.1. AMD 처리사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휴·폐광산 등지에서 발생하는

광산배수는 FeS2이 공기 및 산화박테리아에 노출됨에

따라 산화되어 수소이온농도의 증가로 인해 산성(pH 2-

6)을 띄며, 황산염(sulfate; SO4
2−)의 함량이 높고 중금

속의 이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변토양 및 지하수 환경오

염문제를 야기한다27). 특히, 휴·폐석탄광산으로부터 생

성되는 AMD는 알루미늄 및 철의 함량이 높고, 이는

수중에서 백화 또는 적화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심미

적으로도 불쾌감을 유발한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중화

처리, 이온교환, 전기화학, 미생물, 호기성 및 혐기성 소

택지처리법 등의 많은 연구들은 지난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활발히 수행되어져 오고 있다28).

그 중에서, 발전회는 일반적으로 pH 및 Si, Ca, Mg

등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AMD의 발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중금속의 안정도를 증가시키고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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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지의 지반침하를 포함한 광해를 방지할 수 있는 물

질로 잘 알려져 있다29,30). 발전회를 이용한 국외 AMD

처리사례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국외의 적용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파일럿규모

이상의 AMD 중화처리는 주로 비산회의 살포를 통해

수행되었다. 실제로, 비산회의 적용은 해당 AMD의 pH

증가와 더불어 Fe, Al, SO4
2−, EC 및 중금속의 이동성

및 농도가 현저히 저감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비산

회와 시멘트 혹은 석회, 물의 혼합물을 시추공에 직접

적으로 주입하여 석탄광산으로부터 AMD의 발생을 억

제와 더불어 지하공동 및 지하충전의 방지를 효과를 얻

을 수 있었다. 이 때, 비산회에 포함되어 있는 B39),

As, Se, Cr, V40) 등 미량의 중금속들의 침출 가능성에

대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유해

미량원소들의 안정화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AMD처리를

위하여 대학, 연구소 등에서의 다양한 연구들은 실험실

규모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되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

제로 적용한 사례는 없다. 권순동과 김선준(1999)41)은

AMD의 중화처리에 있어 제강슬래그의 활용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적용 후 높은 pH 유지 및 24시

간 반응실험에서 Fe, Al, Ni, Co, Cu, Zn의 높은 제

거율의 확보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2. 토양 개량제 적용사례

광산작업 후 별도의 정화처리 없이 방치된 광산부지

의 토양 및 수계는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에 의해 주변

환경 및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앞서 AMD 복원사례에서도 확인했듯이, 발전

회의 적용은 토양 및 수계의 pH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유해원소의 이동성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외에서 발전회는 광해방지뿐만 아니라 토

양 개량의 용도로 사용되어져 왔다, 국외 토양 개량을

위한 발전회의 적용사례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적용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산회는 광산폐기

물, 갱구, 폐재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이동성

Table 1. Cases of abroad AMD processing using coal ash

Coal ash type Application site Technique Summary Reference

Fly ash

(PPS)

Navigation, Bank, 

Brugspruit AMD, 

South Africa

AMD neutralization

batch test

− Increase of pH with decrease of EC and SO4 

as the ratio of applied fly ash 

− Reduction effect at pH of each element

31

Fly ash

(PPS)

Navigation AMD, South 

Africa

AMD neutralization

bench scale

− Reduction of TDS, Fe, Al, SO4, Cu, Co, Th 

conc. with increase of pH depending on 

amount of fly ash

32

Limestone, 

dolomite, 

fly ash

Artificial AMD
AMD neutralization

Lab. scale

− Decrease of Fe conc. with increase of pH and 

Ca conc. according to the ratio of limestone, 

dolomite and fly ash

33

Sulfite derived 

FGD sludge 

Roberts-Dawson mine, 

USA

Mine grouting and 

sealing

field scale

− Reduction of AMD

− Different compressive strengths depending 

on the combination of materials

34

Fly ash

(PPS)

Omega AMD, 

Virginia, USA

Mine grouting

field scale

− Reduction of AMD and processing cost

− Insufficient of water quality
35

Fly ash

(PPS)

Landau AMD, South 

Africa

AMD neutralization 

by disposal

Lab.–pilot scale

− Increase of pH and decrease of Fe, Al, Al, 

SO4, depending on application rate of fly ash 

and time

36

Fly ash

(PPS), clinker, 

zeolite

Parys Mountain AMD, 

Wales

Metal adsorption

Lab. batch test

− pH increase by use of mixture of fly ash and 

faujasite, clinker and faujasite 
37

Fly ash

(PPS)

Red Oak coal mine

USA

Mine grouting

field scale

− pH dramatically increase then gradually 

decrease after 6 months

− Dramatically decrease of Fe, Mg, Al conc. 

with pH increase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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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과 더불어 물리, 화학, 생물학적으로 토양질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다. Jala and Goyal (2006)48)와

Pandey 등(2009)49)은 토양 개량제로서 발전회의 적용에

있어 얻을 수 있는 토양 pH의 증가, 오염물질들의 이

동성 저감, 발전회 내 K, Mg, Fe, Zn, Ca와 같은 필

수요소들의 투입, 수분보유량 증가, 토양의 물리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장점들에 대하

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국내의 연구결과, 토양 개량제의

용도로서 발전회의 사용은 토양 내 대부분의 중금속을

토양 내 비교적 강하게 결합하는 유기물결합태 혹은 잔

류태로 하여 작물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발전회의 적용에 따른 pH와 유효인산의 증대로

인한 결과인 것으로 밝혀졌다50).

2.3. 노천광산복원 적용사례

석탄 등을 채굴하는 광산 활동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갱구와 광산폐기물 등은 광산 인근 계곡부에 적치하여,

여기에 포함된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 및 FeS2의 산화는

토양, 지하수, 및 주변하천의 산성화와 더불어 환경오염

을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위험요소의 발생을 최

소화하기 위한 광산폐기물의 차폐재는 중요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국외 발전회 이용 노천광산 복원사

례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Dutta and Sarkar (2016)55)은 인도에서 석탄광산 등

의 채움재로서 발전회의 사용 가이드라인 및 장점에 대

하여 제시하였으며, 적용 후 발생되는 침출수 내 미량

원소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또는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내의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오세진 등

(2011)24)은 중금속을 포함하는 폐광산에 적치된 폐석으

로부터 발전회를 이용한 실험실규모의 오염물질 안정화

컬럼실험에서, 비산회 및 바닥회는 pH의 증가와 더불어

Cu, Pb, As, Al 등이 안정화된다고 보고하였다.

2.4. 지하광산복원 적용사례

노천광산과는 달리 지하광산의 채굴은 많은 지하공동

을 야기하며, 시멘트, 석회석, 골재 등의 채움재를 이용

한 지반균열 및 지반침하와 같은 광해방지는 필수요소

이다. 국외에서는 지하광산을 복원하기 위하여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골재, 모래 등을 대체하기 위하여 발전

회를 사용해왔다55). Table 4는 국외 지하광산복원을 위

하여 발전회 적용사례를 보여준다.

위의 적용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광산채굴 충

Table 2. Cases of abroad soil amendment using coal ash

Coal ash type Application site Technique Summary Reference

Dry FGD Coal mine site, USA
Soil amendment

field scale

− Increase pH from 4 to 7 in effluent

− Reduction of soluble Al

− Increase of conc. of SO4, Mg, B, Cl, F 

temporarily by dissolution of FGD

34

FGD by-product
Acidic mine site, 

USA

Soil amendment

monitoring for 2 yr

− Increase of conc. of B in groundwater, 

effluent, and plant

− Insignificant change in conc. of elements 

except Ca, SO4, B, Mg

42

Fly ash

(PPS)

Coal mine waste 

disposal ares, 

USA

Soil amendment

field scale

− Positive effect on growth of various grasses, 

beans, plants, and trees due to pH increase 

and improvement of soil quality

43

Fly ash
Strip mine, 

USA

Soil amendment

on-site crop cultivation

− Positive effect on plant (soybean, grass) 

growth due to increase of water holding 

capacity and soil quality

44

Fly ash

(PPS)

Metal mine,

Australia

Soil amendment

on-site plant cultivation

− Improvement of plant growth over the years

− Insignificant toxicity to plants
45

Fly ash and coal 

residue

Metal mine, 

China

Covering

field scale
− Positive effect on revegetation after treatment 46

Fly ash

(PPS)

Pb-contaminated soil,

France

Covering

field scale
− Reduction of heavy metals mobility in plants 47



84 유종찬 ·지상우 ·안지환 ·김춘식 ·신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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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로서 발전회를 사용할 때, 충전재 적용 시 시추공

에서의 주입압력 및 주입유량에 따라 적용 후 충분한

강도의 확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시추공

을 통한 발전회의 주입방법은 건식 혹은 습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방법에 따라 주입압력이 달라진다56).

Mishra and Karanam (2006)58)은 광산채굴 충전재로서

기존에 사용해오던 모래 대신에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

는 비산회, 석회, 석고의 혼합물을 사용함에 따라 56일

압축강도의 증가와 더불어 지하수질의 향상을 보고하였

다. 발전회의 적용 후 토양, 지하수 및 주변 하천으로의

유해미량원소의 침출에 관한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

로 실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상은 등(2012)25)은

실제 광산부지의 조건과 동일한 모형갱도를 제작하여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발전회를 이용한 충전특성을

확인한 결과, 발전회와 물의 혼합비율에 따라 충전재의

유동성 및 침강특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이관호와 김성겸(2012)59)은 비산회, 바닥회,

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지하매설관용 뒤채움재로서의 적

용을 위하여 실험실규모의 실험결과, 배합조건에 따라

유동성, 일축압축강도 및 점착력 등이 영향을 받는다는

Table 3. Cases of abroad restoration of strip mine using coal ash

Coal ash type Application site Technique Summary Reference

FGD-

cement mixture

Appalachian coal 

mine, USA

Grouting 

field scale

− Application of FGD for AMD, ground subsidence, mine 

void prevention

− 40 ft of underground mine void filling

34

 Fly ash-

biosludge mixture

Galgberget mine, 

Sweden

Dry covering

field scale

− Decrease of Fe2+ and SO4 conc. with application time

− Gradually increase of pH with application time

− Potential leaching of heavy metal compounds into the 

environment due to increase of DOC conc.

51

Coal ash
Wheelabrator

-Morea mine, USA

Grouting

field scale

− Decrease of trace elements such as Fe along with 

increase of alkalinity for 15 years after application of 

coal ash

52

FGD and PCW 

mixture

Mettiki mine

USA

Covering

field scale

− Decrease of Al and Fe conc. with increase of pH and 

alkalinity
53

Coal ash and 

bentonite mixture
-

Liner or cover 

construction

Lab. scale

− The applicability investigation of coal ash to actual 

waste disposal area with liner or cover after 

confirmation the optimum moisture content and dry 

density

54

Table 4. Cases of abroad restoration of underground mine using coal ash

Coal ash type Application site Technique Summary Reference

FBC ash and bentonite 

mixture
Fairfax mine, USA

Underground injection

pilot scale

− Above 600 psi of compressive strength 

after injection of mixture
34

FBC ash, fly ash, 

cement, kiln dust, 

limestone mixture 

Long Ridge mine, 

USA

Grouting

field scale

− Design strength of 250 psi by mixing 

water and mixture in a ratio of 1:1
34

Fly ash, bottom ash, 

FGD sludge mixture

(PPS)

Coal mine, 

USA

Underground injection

field scale

− Above 300 psi of 28 days compressive 

strength

− Injection at 105 ton/hr with 2 boreholes

34

FGD and coal waste
Metikki coal mine, 

USA

Grouting

field scale

− Simultaneously decrease of Al and Fe 

conc. with increasing pH and alkalinity
53

PFA and fly ash
Mons Hill limestone 

mine, UK

Grouting

field scale

− Application of PFA as a filling material 

for limestone mine

− Continuous monitoring to minimize dust 

and water contamination during operation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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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고하였다. 국내의 경우, 지하광산의 채굴공동의

방지를 위하여 모래, 석회석, 콘크리트를 이용한 사례는

있지만, 발전회의 적용사례는 없으며, 여기에 따른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3. 국내 발전회 활용 광산환경 복원연구

2014년 4월부터 16개월 동안 ‘한국남부발전’에서는

강원도 삼척시 ‘삼척그린파워’에서 발생하는 연간 70만

톤의 발전회를 이용하여, 국내 석회석 채굴공동의 발전

회 충전 가능여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삼척그린

파워 인근에 위치한 석회석 광산의 채굴공동은 지반침

하를 야기함과 동시에 침출수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적, 환경적 사용가치가 높은 미활

용 발전회를 이용한 석회석광산충전을 목적으로 하였다.

광산 채굴공동 충전으로 발전회의 사용은 지반의 안정

화를 증대하며,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친환경적 사업,

시멘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충전재를 제작하는데 소모

되는 비용절감 등의 강점이 있다.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국내 주요 화력발전소의 연

도별 발전회 발생 및 재활용 현황을 조사하여, 발전회

재활용 관련 국내·외 관련규정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

로 실시하였다. 또한, 발전회 재활용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외의 선진기술들에

관한 피드백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 진행된 주된 연구

는 석회석 광산의 시험충전방법 및 채굴공동 형상 검토,

발전회 운송방안 검토, 지반조사, 안정성 평가를 위한

해석모델링 수행, 공동 차단벽 검토 및 설계, 지하수 영

향평가를 위한 지하수 유동 및 오염원 확산 모델링 분

석, 교통영향 분석, 경제성 분석, 삼척시 관련계획 검토

(인·허가 관련), 발전회 매립방안 제안으로 이루어 졌다.

해당 연구과제는 국내 석회석 광산의 시험충전을 위해

발전회의 재활용에 있어 안정성, 교통성, 경제성 등의

분석결과를 보였지만, 연구과정에서 발전회 시험충전을

위한 삼척시의 인·허가를 시도하였으나 국내 현행법상

발전회는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석회

석광산 채굴공동에 있어 발전회 충전의 승인을 받지 못

하였다. 

4. 결 론

현재 미국(ASTM, EPA, DOE), 호주(CCSD), 일본

(JCOAL), 캐나다(MEND) 등의 국가기관에서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전회 및 광미를 활용한 갱내충전을

실시하여 AMD 및 지반침하의 문제해결과, 더 나아가

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적용 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유해요소들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통해 광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실제 적

용사례도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국외의 적용사례를 바

탕으로, 발전회는 친환경적 관리체계 하에 적용 후 주

변 환경영향을 파악하는 사후 모니터링과 충분한 관리

가 포함된다면, 광해방지와 더불어 토양 개량제로서 많

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충분히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발전회의 활용은 기술적으로 기존에

사용해오던 석회, 모래, 골재 등의 충전재와 비교하여

지반의 안정화, 채움재 제조 및 운반에 소모되는 경제

적 부담의 해소,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국가 이미지

개선, 오염물질의 안정화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 등의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하

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현행법상 광해방지를 위한

발전회의 직접적인 사용을 규제하기 때문에 관련 연구

들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외 선행기술들을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광해방지용으로 발전회의 활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관리방법들이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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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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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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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BA : European Coal Combustion Products Association

EU :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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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S : Power Plant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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