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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회 재활용 기술개발 동 향 분 석

스마트에코 주식회사
김 세 직

개 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 509.0TWh에서 2031년에 675TWh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1% 수준으로 전력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의 빈발과 겨울철 이상한파의 발생으로 인한 전력
판매 규모 증가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설비 신설계획으로 발전용량을
2022년에 42GW까지 증대하고 이후 2031년까지 39.9GW의 용량 유지를 예정함
에 따라 석탄회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화력발전 시 석탄회가 발생하는 유형은 비회(Fly ash)와 저회(Bottom ash)
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석탄회가 포집되는 방식, 수분 함유 여부 등에 차이
가 존재한다. 발생된 석탄회는 레미콘 혼화재, 시멘트 원료 등으로 재활용되며 재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석탄회는 비회의 경우 Silo에 보관되거나 Silo 보관량 중
바로 재활용을 위해 반출되지 않은 석탄회는 자가 매립장으로 이송되어 매립하여
관리하며, 저회의 경우 대부분 발생하는 즉시 이송수와 혼합하여 슬러리의 형태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자가 매립장으로 이송하여 매립한다. 석탄회 발생량 중 약
70~80%를 재활용하고 나머지를 매립하고 있으나 자가 매립장의 용량 한계로 신
규 재활용처의 발굴이 필요하며 석탄회의 88.9%는 레미콘 및 시멘트 산업에서 재
활용하기 때문에 건설경기에 따른 재활용률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안정적인 재활
용을 위하여 다양한 재활용 기술 발굴로 안정적 재활용 기반 마련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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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탄회 재활용 기술 도입 및 개발 현황
국내 석탄회 재활용 기술 도입 및 개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 진행된
석탄회 관련 R&D 현황을 조사하였다. 석탄회와 관련된 국내 R&D를 조사하기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를 활용하여 ‘석탄회’. ‘석탄재’,
‘플라이애시’, ‘플라이애쉬’, ‘바텀애시’, ‘바텀애쉬’, ‘비회’, ‘저회’ 등
관련 단어로 검색을 진행하였다. 1981년을 시작으로 국내 석탄회 관련 R&D가
진행되었고 1990년 이후에는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도 19건으로 연구
진행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도별 석탄회 관련 R&D현황은 아
래 <그림1>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그 림 1> 연 도 별 석 탄 회 관 련 R&D 현 황

석탄회 재활용과 관련된 R&D의 연구주제를 분석해본 결과 인공경량골재와 기포
콘크리트와 관련된 연구가 34.2%로 가장 많았으며, 매립, 성토재, 충전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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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10.5%, 벽돌, 요업제품 관련 연구가 7.4% 순으로 많았다. 대부분 건축,
토목과 관련된 분야였으며, 비료, 수처리, 노반재 관련 연구주제가 약 6~7%,
기타 석탄회 정제방법, 석탄회를 이용한 악취 제거기술 등 기타 석탄회 관련
R&D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 림 2> 국 내 석 탄 회 관 련 R&D 분 석 결 과

다음으로는 석탄회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 학술지 또는 학위 논문 검색을 통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석탄회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

논문을

조사하기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를 활용하여 ‘석탄회 재활용’
으로 검색을 진행하였다, 국내 R&D와 비슷하게 석탄회 재활용과 관련한 논문이
1990년 이후 본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학술지 출판 학회는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가 가장
많았고 한국농공학회, 한국세라믹학회, 한국잔디학회, 한국토목학회 등 다양한 분
야의 학회에서 석탄회 재활용과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논문 대부분은 콘크리트 혼화재, 시멘트 원료, 요업원료 등 건설자재로써 석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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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연구와 관련된 주제였으며, 식물에 생육과 관련된 주제도 일부 있었다.
석탄회 재활용과 관련된 논문의 연구주제를 분석해본 결과 기타를 제외한 경우
인공경량골재와 기포콘크리트와 관련된 연구가 22.6%로 가장 많았으며, 벽돌, 요
업제품 관련 연구가 9.7%, 비료 관련 연구가 6.5%, 노반재 관련 연구가 4.8%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석탄회 재활용과 관련된 논문 역시 대부분 건축,
토목과 관련된 분야와 관련된 논문이었으며, 매립, 성토재, 충전재, 수처리 관련
연구주제가 약 3~4% 정도 차지하고, 기타 주제로는 석탄회의 재활용 활성화 방
안, 석탄회 관련 분석 방법, 미연 탄소함량 모니터링 방법, 연소 시뮬레이션 등과
관련한 논문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 림 3> 국 내 석 탄 회 관 련 논 문 주 제 분 석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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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석탄회 재활용 기술 도입 및 개발 현황
유럽은 석탄회를 폐기물로 인식하지 않고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국
가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석탄회를 광산복원, 도로 채움재, 콘크리트 혼화재,
시멘트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 림 4> 2016년 도 EU 15 CCPs 사 용 현 황
(출 처 : ECOBA 홈 페 이 지 內 제 공 자 료 )

위의 <그림4> 에서 볼 수 있듯이 석탄회는 40% 이상이 콘크리트 혼화재로 사
용되고 있으므로 유럽에서는 콘크리트 혼화재 사용 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및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었다. 유럽에서 석탄회를 콘크리트 혼화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석탄회 사용 시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 수명을 높일 수 있으
며, 시멘트의 사용량을 줄여 상대적으로 CO2 발생량을 낮츨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유럽에서는 석탄회를 화학적 처리가 아닌 정전기 처리를
통해 가공하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 기술은 점도와 강
도를 개선할 수 있고 점화 손실을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갖고 있으므로 유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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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석탄회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개발 및 도입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림 5> 석 탄 회 Electrostatic separation 장 점
(출 처 : 2016년 SEFA 社 발 표 자 료 )

미국의 경우 ACAA(American Coal Ash Association)의 주도하에 석탄회 재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며, 1990년부터 재활용률이 증가 추세이며,
2017년 기준 비회의 발생량 3천 8백만 톤 중 2천 4백만 톤을, 저희의 발생량
9.5백만 톤 중 4.6백만 톤을 재활용하였고 재활용률은 약 60%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재활용은 콘크리트/콘크리트 제품/그라우트와 관련되어 가장 많이 사용되었
으며, 구조물 채움재, 제방 및 둑 건설, 광산 복토재, 연못 성토재, 폐기물 안정화
재 등으로 사용된 비율이 높았고 제설제로도 일부 사용하고 있었으며, 아스팔트의
충전물로도 사용하는 등 석탄회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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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6> 2017년 도 미 국 CCPs 사 용 현 황 (출 처 : ACAA 홈 페 이 지 內 제 공 자 료 )

[표 1] 미 국 석 탄 회 생 산 및 재 활 용 현 황 (출 처 : 2017년 ACAA 홈 페 이 지 內 제 공 자 료 재 구 성 )

구분
전체 석탄회 생산량
전체 석탄회 사용량
전체 석탄회 유효 이용률
1 콘크리트/콘크리트 제품/그라우트
2. 혼합시멘트
3. 액상수화제 채우기
4. 구조물 채우기/제방, 둑
5. 도로 기초/서브베이스
6. 토양개량/토양안정화
7. 아스팔트 혼화재
8 제설
9. 모래발파, 과립루핑
10. 광산 관련
11. 석고 패널 제품
12. 폐기물 안정화/안정
13. 농업
14.골재
15. 유전서비스
16. 연못 폐쇄 시 활용
17. 기타

비회
38,189,790
24,095,590
63.00%
14,065,791
4,579,724
86,379
465,653
674,155
360,796
59,317
69,192
0
901,181
0
1,065,993
0
0
78,716
1,468,203
220,489

저회
9,655,931
4,839,420
50.12%
785,527
1,622,612
0
871,875
159,084
48,876
0
276,989
17,705
232,110
0
48,964
0
10,237
0
730,600
3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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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사례를 보면, 미국 인디애나주 Terre Haute지역 State Road 641에
비회 및 저회의 혼합재(비회60:저회40)를 사용한 제방 건설적용, 미국 마이애미
지방에서 저회를 지중관 매설 시 모래 대체재료로서 공극 채움재로 사용,
Southern Delaware의 Hardscrabble landfill 프로젝트(미국 서부지역에서 가장
큰 석탄회 단독활용 사업)에서 1,000,000톤의 F등급의 비회를 노반 채움재로 사
용하고 있다.
중국은 발전을 위한 대부분의 원료를 석탄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석탄회의 발
생량이 많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증대하고 있으며, 중국 국가 개
발 개혁위원회의 감독하에 주요 6가지의 활용법에 따라 석탄회 재활용을 진행하
고 있다.

[표 2] 중국 석탄회 활용방법 현황(출처: Situation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of China’s fly
ash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Procedia Environmental Sciences 16 690 – 696, 2012)

구분
석탄회 활용방법
1 시멘트, 비산회 벽돌, 비산회 세라믹 및 비산회 블록을 포함한 건축 자재 생산
2
콘크리트, 몰탈 등을 포함한 건축 작업
3
제방, 포장 기초 및 포장을 포함한 도로 건설
저지대 및 황무지 충전, 광산 채굴, 석탄 채굴 침하
4 구조용 백필, 건축용 백필,
지역, 갯벌 습지 등을 포함한 백필
5
토양개량, 복합 비료 생산 및 매립을 포함한 농업 현장 적용
6
Al2O3, Fe2O3, SiO2, 탄소 과립 등 유용한 원료 재활용
중국 정부의 석탄회 재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으나, 중국은 석탄회 발생
량이 증가하고 있고, 석탄회 발생지역과 활용지역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가 있
으며,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현재 중국의 석탄회 재활용
률은 67%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사용사례를 보면, 중국
상하이, 베이징에 골재의 대체재로 비회를 고속도로 성토재로 활용하였으며,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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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면적 260,000m2 의 석탄 Stockyard 기초 프로젝트에 비회 2,000,000m3을
사용하는 등 이처럼 대량으로 석탄회가 재활용될 수 있는 토목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향후 전망
해당 보고서는 석탄회에 대한 국내·외 재활용 기술 동향을 조사하기 위해 논문,
보고서 등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석탄회에 관한 연구는 199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도 관련된 연구가 학교, 기업, 정부 차원에서 지속해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석탄회 재활용을 위한 수요처 확보가 불안정하며, 대
량 재활용이 불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투자가치가 낮은 이유로 기술 도입의 한
계가 있으므로 개발된 기술들이 도입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럽의 석탄화력발전
소는 환경적인 이유로 인하여 가동률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석탄회는 산업의 중
요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석탄회의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해외 석
탄회 수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 금지에 대한 사항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며 국내 석탄회를 재활용할 수 있
는 판로는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사에서는 매립처분부담금, 자원순
환성과관리제도 등 석탄회 재활용을 못 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제
도가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더 활발히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국내·외 실정에 맞춰서 국내 석탄회의 재활용률이 더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전태완, 박종은, 황동건, 홍수연, 신선경, 오길종, 강영렬, 엄남일, 정용우, 정성경,
“석탄재 재활용 적정성 및 용도 확대방안 연구”, 국립환경과학원(2014).
2. 맹준호, 김태윤, 서동환, "화력발전소 회처리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방안 연구

012

(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4).
3. 맹준호, 김태윤, 조한나, 김은영 "화력발전소 회처리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방
안 연구(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5).
4. Determination of Ash Mixture Properties and Construction of Test
Embankment(2009).
5. Coal combustion products in Europe-an update on production and
utilisation, standardisation and regulation-(2011).
6.“RECLAIMING & RECYCLING COAL ASH for Beneficial Use in Concrete
as Closure Strategy”, The SEFA Group(2018).
7. A Case Study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Guidelines for the Use of
Coal Ash as Mine Reclamation Filler: Relevance for Needed South
Korean Policy Updates(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