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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Bottom ash와 저수지 준설토와 같은 자원의 활용에는 공학적 안정성

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 분석과 함께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제품의 전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물질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과정 평가

를 통하여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ottom ash와 저수지 준설토의 공학적 특성 분석을 통하여 저수지 제체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에 적합한 전과정 평가를 통해 산정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골재 소모량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여 종

합적인 정량적 대체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석된 결과를 바

탕으로 재활용 재료를 기반시설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활용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Bottom ash와 준설토의 재료 적합성 평가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

토교통부 기준이 이용되었으며 공학적 안정성 평가를 위하여 사면 안전

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재료 기준을 기반으로 재료 적합성 판정 결

과 준설토와 bottom ash 혼합토는 제체 성토체에 적합하며 준설토는 코

아 재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코아 재료를 준설토를 사

용하였을 때 bottom ash는 필터 재료 조건을 만족하였다. Bottom ash와

준설토가 적용된 제체의 사면 안정성 분석 결과 일반적인 사면 기울기에

서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형 제체나 극한 사면 기울기에서

는 재료의 토질정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농업용 저수지 제체에 적합한 전과정 평가 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제체 전과정 범위를 재료 조달에서부터 유지보수 단계로 한정지었으며

보수공사 공종으로는 제체 덧쌓기, 그라우팅, 사석 재정비 등을 선정하였



다. 각각의 생애 분포 함수 분석을 통하여 보수 주기를 결정하였으며 이

를 통하여 제체 전과정에서 소모되는 골재 소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분석하였다. 이를 화폐가치로의 전환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 유럽 탄소 배출 거래소 거래 가격을 이용하였으며 산림 훼손 비용

은 국내 산림의 경제적 가치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재활용 재료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한 결과, 현재 bottom ash와 저수지 준설토 혼합토를

농업용 저수지에 적용하였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과 산림 훼손 비

용 산출을 통한 환경적 비용 측면에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

탄소 배출량은 해안에 존재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대상지로의 운송거리 증

가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소 증가하였다. 하지만 거리에 따른

배출량 분석 결과 현장 유용이 가능한 저수지 준설토를 60%이상의 혼합

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저수지 제체 전과정에서 환경 비용적 측면에서 판단할 때, 다른 보

수 공종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면 시공에서 소요되는 재료를 재

활용 재료로 교체할 수 있는 둑높이기 공사나 덧쌓기 공사의 실시를 통

해 더욱 높은 환경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

다. 또한 연비 개선으로 인한 bottom ash 재활용 가능 지역의 확대는 재

활용 재료에 대한 더욱 높은 활용도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농업 기반시설에 적합한 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

량 산정 방법과 환경재에 대한 경제성 평가 방법은 농업용 저수지 제체

의 특성을 잘 모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과정 평가를 통해 향후 추가될 수 있는 다른 환경 영향을 화폐 가치로

의 전환을 통해 통합이 용이할 것이라 판단된다.

주요어 : 농업용 저수지, bottom ash, 저수지 준설토, 전과정 평가, 이산

화탄소, 산림 가치

학 번 : 2007-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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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 발달과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빠른 수급이 가능한 화력 발전소가 증가

함에 따라 부산물인 석탄회량도 증가하여 2012년에는 발생량이 265만 톤

에 이르고 있다. 석탄회는 fly ash와 bottom ash로 구분되며 이 중 fly

ash는 콘크리트 혼화재, 시멘트 원료 등으로 많은 양이 재활용되고 있

다. 하지만 전체 석탄회 발생량의 15∼20%를 차지하는 bottom ash는 일

부분만 성토재, 대체 잔골재 등으로 재활용되고 대부분은 단순 매립 및

투기되고 있다 (김윤태 등, 2007; 최우석 등, 2013). 하지만 기존의 단순

매립 및 투기 방법은 야적장 및 회사장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환경문제

를 야기한다. 향후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인한 화력 발전소 신축 및 발

전량의 증가로 인하여 석탄회의 발생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 전망되어

이에 대한 재활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윤태 등, 2007; 최우석 등).

자원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의 증가로 인하여 석탄회와 더불어 준설토

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준설토는 준설 위치에 따라 항만 준

설과 저수지 준설토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저수지

준설량은 2만 3천 ㎥로 2억 5000만 ㎥의 항만 준설량에 비하여 준설의

규모가 작지만 대부분 객토 및 사토처리 되고 있어 의미있는 재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통계청, 2012; 농촌진흥청, 2012). 또한 저수지 준설토

는 발생처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규모 일괄 처리에는 어

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발생 저수지 인근에서 바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농업용 저수지는 농촌에서 농업용수의 공급, 홍수 조정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의 약 55%가 1945



- 2 -

년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노후화로 인하여 안정성이 의심되고 있다 (농

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2012). 특히 2013년 4월 경주시에 위치한

산대 저수지가 강우와는 무관하게 제체의 노후화와 관리감독의 부실로

인하여 붕괴하였으며 이로 인해 저수지 노후화로 인한 안정성 저하의 위

험성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체 노후화의 가속화

로 인한 저수지의 기능 저하를 방지하고 자연재해로부터의 재산피해 예

방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개보수 계획수립이 시급하다

(농업기반공사, 2004;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006; 2005, 김현태).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하는 수리시설에 대하여 개보수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기반시설의 대규모 정비사업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 수원공 시설 중 특히 저수지의 개보수 사업은 전체 수원공 전

체 개보수 사업비의 51.7%에 달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보수 사업에는 많

은 자본 뿐 아니라 대량의 자원과 에너지가 소비된다. 특히 농업용 저수

지의 주를 이루고 있는 필댐의 경우 시공과 주요 정비 사업에 수많은 천

연 골재들이 사용된다. 하지만 자연 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 훼손, 토취장

확보의 어려움, 천연 골재의 수급난 등의 문제로 인하여 대규모 천연 골

재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성진 등,

2009).

폐자원을 활용할 경우 농업기반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

료에 대한 적합성 검증과 공학적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자연 재료를 사용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환경적 안정성 및 경제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기존 폐자원 재활용에 대한 연구에서는 환경적 안정성

평가에 주로 환경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폐자원의 성분, 폐자원

에서 용출되는 용액의 성분 분석 등을 통해 환경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방법은 재료에 대한 안전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 자원 재활용이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많은 산업 분야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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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량 분석을 통하여 환경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산

화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1997년 교토 기후협약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채택되었다. 우리나

라는 현재 이산화탄소 의무 감축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02년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2013년부터 개도국에 대한 감축 요구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에 걸쳐 배출량 감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Kwun and Kim, 2007). 특히 건설 산업은 국

내 GDP의 20%를 차지하고 전체 재료소비의 약 48%, 에너지소비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대량 소비 산업이며 동시에 전 이산화탄소 배출량

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이를 저감하기 위한 이산화

탄소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 (Lee, 1998; Seo and Hwang, 1998; Kim

et al., 2004; Kim et al., 2009).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최근 많은 제품에

대하여 전과정 평가 (Life cycle assessment, LCA) 방식을 통하여 이산

화탄소 배출량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ISO, 2003; 2006a; 2006b). 전과

정 평가는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그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많은 산업분야에서 정량

적 환경성 평가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Simões et al., 2012). 전과정 평

가는 본래 모든 오염 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나 제

품에 투입되는 원료, 에너지부터 그에 따른 배출 물질까지 분석하기 위

하여 매우 많은 금전적, 시간적 노력이 필요하여 최근에는 주로 이산화

탄소 배출량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의

하여 최근 건설 분야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지만 주로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

며 기반시설이나 시공과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Erlandsson

and Borg, 2003; Ramesh et al, 2010; Verbeeck and Hens, 2010a;

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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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재료의 활용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경

제성 분석이다. 기존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환경재의 가치에 대하여 고

려되지 않은 채 소모되는 비용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재

활용 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경재의

가치가 고려된 경제성 평가가 필요하다. 자연 골재는 주로 산림에서 채

취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산림이 훼손된다. 산림과 같은 비시장

재는 비록 긍정적인 플러스 외부 경제 효과가 있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

고 정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훼손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비시장재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산림에 대한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김종호 등, 1989; 2005; 2007; 2010). 재활용 재료 활용에 대한 정확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시장재 가치에 대한 분석에서 벗어나

이러한 비시장재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활용 재료 활

용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 재활용 재료 활용에 따른 천연 골재 사용의 절

감으로 훼손되는 산림 면적의 감소 효과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반

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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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bottom ash와 준설토의 공학적 특성 분석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에의 도입 가능성을 파악하고 기반시설에 적합한 전과

정 평가 방법을 통하여 재활용 재료 활용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전과정 평가 방법을 통하여 산정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골재 사용량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통해 재활용 재료의 종합적인 정량적 대체 효과를

화폐가치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 재료를 기

반시설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활용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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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bottom ash와 준설토의 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

활용 재료로서 bottom ash와 저수지 준설토의 저수지 제체 적용 가능성

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전과정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

다. 본 연구의 흐름은 Fig 1.1과 같다.

Sandy soil (forest aggregate)
Clay

Economic evaluation of CO2

Materials

Life cycle analysis

Bottom ash
Dredged soil

Quantitative 
environmental 

assessment

CO2 emissions The quantity of aggregates used

Life Cycle Analysis for reservoir embankment 

Economic evaluation

Establishing the 
use plan of 

recycling materials

Economic evaluation of the 
aggregate

Setting the boundary of LCA through the 
characterization of the embankment

Deciding the repairing period using life 
cycle function

Estimation of CO2 emissions during 
life cycle

Estimation of the quantity of each 
aggregate used during life cycle

Economic evaluation of CO2
Assessment of economic value of CO2

emissions

Economic evaluation of the forest
Assessment of economic value of 

aggregate

Analysis of an effect of recycle 
materials Suggestion of recycling method

Reduction of CO2 emissions
Reduction of forest damage

Suggestion of recycling method through 
analyzing the recycling effect 

Natural aggregate Recycl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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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uitability

The suitability of the material The mechanical stability

Embankment
Core
Filter

Height
Gradient of the slope

Fig 1.1 The flow chart of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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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사 및 배경이론

2.1 연구사

2.1.1 Bottom ash와 준설토의 공학적 평가

Bottom ash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부터 건설재료로써의 활용을 위해 공학적/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bottom ash의 성토재의 도로용 재료로써의 사용 가

능성 분석을 위하여 토질 역학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천병식 등, 1990;

Huang, 1990; Rogbeck et al., 1996; 국길근 등, 2010). Marto 등 (2010)

과 Awang et al. (2012)은 bottom ash의 입자의 형태와 토질 역학적 특

성의 관련성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박재성 등 (2012)은 우리나라 11개

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bottom Ash의 지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bottom ash의 환경적 무해성을 밝혔다.

Bottom ash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재료로 와의 혼합을 통

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Kim et al. (2008), 신웅기 등

(2010), Awang et al. (2012)은 bottom ash와 플라이 애쉬 혼합재료의

특성 분석을 통하여 혼합비와 강도 및 다짐 효율, 투수계수에 대한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강효섭 등 (2011)과 Kim et al. (2011)은 bottom

ash와 준설토, 폐타이어, 시멘트와의 혼합을 통하여 혼합물의 강도 증진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우석 등 (2013)은 bottom ash 혼합재료의 양

생에 따른 강도변화를 분석하였다.

2.1.2 재활용 재료 환경적 평가

기존 연구에서는 전과정 평가를 통하여 재활용 재료 도입에 따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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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Hong et al. (2009)는 sewage sludge

재활용 방법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매립, 농업용 객토,

건설 물질로의 재활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Ortiz et al. (2010)은

건설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따라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구분하여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재활용<매립<소각 순으로 나타났다. Saghafi

et al. (2011)은 건물 시스템에서 전과정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물질과

에너지의 재활용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재활용 물질은 주로 도로 건설에 사용한다 가정하였으

며 천연 재료의 활용시와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비교 하였다. Mroueh

et al. (2001)은 도로 건설에 coal ash, crushed concrete 등의 물질을 적

용하여 전과정 평가 방법을 통하여 천연 재료와 재활용 재료의 환경 배

출량을 평가하였다. 또한 Olsson et al. (2006)은 도로 전과정에서 천연재

료와 bottom ash를 활용하였을 때를 구분하여 환경 영향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도로 건설 물질에는 이동거리 용출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Chiu et al. (2008)은 전과정 평가를 통하여 도로 포장 물질로 재

활용 재료를 활용 하였을 때 재료 생성에서 시공까지의 환경 부하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Huang et al. (2009)은 전과정 평가를 이용하여 자연

골재를 waste glass, 쓰레기 소각 bottom ash, 재활용 아스팔트 등으로

교체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재활용 재료를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적 위험성에 대

한 분석이 주로 실시되었으며 자연 골재와 비교하여 안정한지 여부를 평

가하였다. 따라서 자연 골재와 재활용 재료가 사용되었을 때 전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물질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는 해외 연구 사례에서 사용되는 bottom ash의 경우 쓰레기 소각

bottom ash로 환경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국내 석탄 소각

으로 발생하는 bottom ash와는 성분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재료의 안정

성이 확보되었을 때 자연 재료 교체로 인한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도로 건설 포장 재료를 가정하였으나 재활용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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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토재나 기타 토목 재료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적

용되었을 시 효율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2.1.3 전과정 평가 (Life cycle assessment, LCA)

2.1.3.1 전과정 평가

전과정 평가는 미국에서 1960년대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 누적 에너지

사용량으로 인하여 미래 자원 공급과 사용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관심

의 촉발과 원료 및 에너지 자원의 한계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시작되었

다 (Meadow et al, 1972; Boustead and Gancock, 1979; Curran, 1996;

Curran et al, 2005). 전과정 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69년에 미

국 코카콜라사에서 내부 연구를 시작으로 현재 방법에 대한 기초를 마련

하였다. 코카콜라 사에서 초기에 실시한 연구에서는 어떤 음료 용기가

환경에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적고 천연 자원에 낮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일부 재료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재

료에 비하여 크게 산출되는 것을 발견했다. 코카콜라사는 자사 제품에서

가장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조 원료에서 제거하고 회수 방식

과 알루미늄 캔을 수집하는 재활용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와 협력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캔의 수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에너지의 90%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과정 평가 방법을 통하여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

경 부하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각각의 용기에서 사용되는 원료와 연료

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영향까지 정량화 될 수 있었다 (안중우, 2002;

김국일, 2007).

1970년대와 80년대에 오면서 점 오염원을 줄이는 산업적 규제를 통한

오염원 조절 방법을 포함하여 환경 피해를 줄이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

들에 대하여 논의 되면서 전과정 평가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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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법은 생산과정, 폐수와 같이 제품의 한 단계에 대

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환경의 이익을 위하여 적합하지 않았다

EPA, 1986). 따라서 사람들은 비즈니스 및 환경 관리에 대하여 생각하는

방식이 변화했다.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중, 1979년 SETAC

이 환경 문제의 연구에 다중적 접근방식을 촉진하는 비영리 전문가의 역

할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SETAC, 1991; 1993; 1997).

1980년대 후반, 전과정 평가는 위험성 평가 및 제품 시스템의 장단점

분석 뿐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 도구로 부

각되면서 1988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고형 폐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에 따라 전과정 평가가 환경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재조명 받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PE-INTERNATIONAL사는 GaBi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여 1989 년에 발표하였으며 이는 최초의 전과정 평가 상용

소프트웨어 도구 중 하나이다. GaBi 소프트웨어는 이후로도 시장을 선도

하는 전과정 평가 도구와 데이터베이스로 진화하고 있다.

Life Cycle Assessment (LCA) 라는 용어는 1990년 첫 번째 SETAC

이 후원하는 국제 워크샵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SETAC, 1991). 1991년,

많은 제품에서 전과정 평가 방법을 부적절하게 사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가 논의되었고 일정한 평가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부터 국제 표준화기구 (ISO)는 SETAC 전과정 평가 전문가

들에게 전과정 평가를 표준화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

다. 전문가 그룹의 권장으로 표준화를 진행하였으며 1997년 전과정 평가

를 위한 ISO 14040 Standard-Principles and framework 제정을 완료했

다. 추가로 다수의 표준이 개발되었으며 검토되어 ISO 14044 Life cycle

assessment-Requirements and guidelines 이 채택되었다 (SETAC,

1997; 2004).

2002년에는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UNEP) 와 정

부, 학계, 기업 및 SETAC 등은 전세계에서 전과정 평가 방법에 대한

개념 확산을 위하여 힘을 모았으며 그 후 수많은 전과정 평가 기반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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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라인과 기준들이 개발되었으며 상품과 서비스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

출량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에는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s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는 국제

적 참고자료로서 Life cycle Data System Handbook 을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더 넓은 ISO 14040 의 규정 및 14044 표준 적용을 위한 자

료를 제공하였다 (EPA, 1993; 1995; 2003).

국내에서는 1997년 한국전과정평가학회가 설립되었고 1999년에 산업

자원부 산하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가 지정되었으며 2003년 산업자원부

국가 LCI 종합정보망 구축 및 LCA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전과정 평가 방법은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녹색

건축 계획에 이용되고 있다.

2.1.3.2 건설 분야에서의 전과정 평가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가장 대표

적인 방법으로 개별 적산법이 있으며 이 방법은 건설 자재의 전과정 평

가에서 주로 사용된다 (Ochoa et al., 2002; Gambatese and Rajendran,

2005; Kreissig and Binder, 2005). 하지만 이러한 단위 적산 방식은 다

양한 종류의 재료가 사용되는 건설 과정 전체를 다루기에는 많은 부분에

서의 한계가 있어 산업 연관 전과정 평가 방법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졌다. 건설 분야에 있어 산업연관 전과정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시공에 대한 영향이

작다고 가정하여 무시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Hendrickson and

Horvath, 2000; Pullen, 2000a; 2000b; Keoleian et al., 2001; Ochoa et

al., 2002). 이러한 가정은 건설 구조물의 전과정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

며 잘못된 친환경 검증을 내릴 수 있다 (Bunz et al., 2006). 그러나 최근

건설 분야에서 건축물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에 대한 영향을 더욱 정확하

게 평가하기 위하여 건설과정을 고려하여 전과정 환경 영향평가를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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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Junnila and Horvath 2003; Guggemos and

Horvath, 2005a; 2005b; Bilec et al., 2006; Guggemos and Horvath,

2006; Sharrard, 2007)

전과정 평가 방법에 대한 건설 분야의 적용에 있어 개별 적산법과 산

업연관 분석에 대한 한계로 인하여 시공 과정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정

확한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하여 두 방식의 장점을 합친 Hybrid 전과정

평가 방식이 제안되었다 (Treloar et al., 2004; Bilec et al. 2006; Suh et

al., 2004; Suh 2006) Hybrid 정과정 평가 방식은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재료와 불가능한 자료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하

여 다양한 자재를 대량으로 활용하며 여러 종류의 건설 장비가 소요되는

건설 분야의 전과정 평가에 적용되었다 (Deng et al. 2011; Shrake et al.

2013; Harris 1999; Park et al. 2003; Sharrard 2007; 2008).

이러한 건설 분야에서의 전과정 평가는 기본 원단위 산출을 위하여

건설 자재에 대한 전과정 평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요

건설 자재에 대한 전과정 평가에 관한 연구를 요약하면 Table 2.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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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Researches about the life cycle CO2 emissions of construction

materials

Materials Year Researcher

Concrete

2000

2002

2006

2007

2011

Borjesson and Gustavsson

Lenzen and Treloar

Gustavsson and Sathre

Peyroteo et al.

Tae et al.

Steel 2007 Peyroteo et al.

Wood

2000

2002

2005

2006

Borjesson and Gustavsson

Lenzen and Treloar

Petersen and Solberg

Gustavsson and Sathre

Bamboo 2003 Van der Lugt et al.

Ceramic 2002 Nocoletti et al.

Aggregate 2008 Chun et al.

국내 연구로는 전해요 (2007)은 건설 분야의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하

여 전과정 평가 적용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권석현 등 (2007)은

환경 비용을 고려한 공공시설물의 환경 경제성 평가를 위하여 전과정 평

가를 통하여 국내 다목적 댐 비상 여수로 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

정하였으며 다용성 효용이론으로 오염 물질을 화폐 가치화하여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김국일 등 (2007)은 호안 공법별로 사용되는 자재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하여 공법별로 전과정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

였다.

2.1.4 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

건설 분야에서의 전과정 평가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는 전과

정 평가 방식이 일찍 발전되었던 것과 비교하여볼 때 느리게 적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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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발전 상태가 낮다 (Eaton and Amato,

1998). 건설 분야에서는 주로 건물과 시설물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산화탄소 배출량 평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Suzuki and Oka (1998)는 일

본의 사무용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Wu et al. (2012)은 중국 사무용 건물에서 소모하는 에너

지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건설

분야에서 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에 대한 많은 연구는 건물의 전

과정 동안 소비되는 에너지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Erlandsson and Borg 2003; Gustavsson et al. 2010; Ramesh et

al. 2010; Rossello-Batle et al. 2010; Tae et al. 2011a, b; Verbeeck and

Hens 2010a; 2010b).

국내에서는 서성원 등 (1998)이 주거용 건축물의 전과정에 따른 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평가하였으며 황바람 (2009)이 전과정 평가를 이용하여

서천군 산너울 마을 생태 건축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효과에 대하여 분

석하였다. 또한 정영선 (2010)은 주거건물의 전과정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예측 모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건설 분야의 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에 있어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건설 재료 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이다. 장효석

과 태성호 (2010)는 콘크리트 제조과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김지호와 태성호 (2011)는 콘크리트 이산화탄소 평가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자재를 사용하는

건설산업에는 모든 재료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를 산출하기 어

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하여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를 산출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이강희

와 양재혁, 2009; 이강희 등, 2010).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과거 건설 분야에서의 정과정 평가는 주로 사

용된 재료나 사용 단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

다. 하지만 시공단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시공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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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 평가가 이루어졌다. 김종엽 (2004)과 김

종엽 등 (2004)은 건축물의 건설단계에서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원단위를 산출하였으며 한승원 (2011)은 산업연관 분석으로 원단

위를 산출하여 토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을 통

해 시공 단계에서 공법에 따른 투입자원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연

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아직 시공 단계에 대한 정확한 고려가 부족

하며 농업기반시설과 같은 대형 구조물의 전과정에 대한 정의와 이산화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2.1.5 산림의 경제성 평가

산림은 인류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긍정적인 외부 경제

효과가 있으나 비시장재라는 특징 때문에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

지만 효율적 산림 자원 배분을 위하여 외부경제효과의 내부화가 필요하

기 때문에 객관적인 산림 공익기능의 경제적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김

종호 등, 2012). 이러한 필요로 인하여 일본에서는 수리과학 연구소 1972

년에 일본의 산림의 대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를 실시한 이후 1979

년, 1981년, 1991년, 2000년 기준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평가하였다. 이

후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산림의 공익 기능에 대하여 분석하였

으며 각각의 나라 또는 기관에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평가한 기준은

Table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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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Researches for the economic value of the forestry in many

country

Nation Researcher Year Standard

England Willis et al. 2000
Recreation, landscape, Biological diversity,

Absorption of CO2, Air purification

USA
Krieger

(The Wilderness Society)
2001

Watershed service, soil stabilization and

alleviation of erosion, Air purification,

Alleviation of weather change and

absorption of CO2, Biological diversity,

Recreation and travel, Cultural value of

non-wood products

Japan 三菱總合硏究所 2002

Absorption of CO2, Alternatives to fossil

fuels, Prevention of surface erosion,

Prevention of surface failure, Alleviation of

flood, Water storage, Water purification,

Health care and recreation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 연구를 김종호가 1989년도에

1987년 기준으로 수원함양기능, 토사유출방지기능, 토사붕괴방지기능, 보

건휴양기능, 야생조수보호기능, 산소공급기능 등 6개 기능에 대한 공익기

능 평가액을 평가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표한 이후, 현재는 7개 기

능에 대하여 평가액(김종호 외, 2005, 2007, 2010)을 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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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론적 배경

2.2.1 전과정 평가 (Life-cycle assessment, LCA)

2.2.1.1 전과정 평가의 정의 및 특성

전과정 평가 (Life-cycle assessment, LCA)는 생산품, 공정 및 활동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에너지 및 원료 물질 획득

에서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 거쳐 환경적 부담을 식별하고 정량하

는 방법이다 (Curran et al., 1996). 전과정 평가는 원재료 추출, 조립, 수

송, 사용 및 재사용, 유지, 재활용 및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고려한

다. 전과정 평가는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정부, 기업, 소비자 단체

등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전해표, 2007).

2.2.1.2 전과정 평가의 단계

전과정 평가는 목적 정의 및 범위 설정, 전과정 목록(Life cycle

inventory, LCI), 영향 평가, 결과 해석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전과

정 목적 정의 및 범위 설정 단계는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결과, 경계 조

건 및 가정들을 정의하는 단계로 전과정 평가에서 핵심을 이루는 부분

중 하나이다. 두 번째 단계인 전과정 목록은 평가 대상이 되는 시스템과

관련된 자원 사용, 에너지 사용 및 환경 배출물들을 정량화하는 단계이

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생산품의 전과정에 대하여 각 요소를 포괄한 모

든 단계를 포괄한다. 여기서는 지구로부터의 원료 물질과 에너지의 획득,

원료 물질로부터 유용한 요소로의 가공, 생산품과 중간 물질의 생산, 각

가공 단계로의 물질의 수송, 연구 대상 생산품의 생산, 생산품의 분배,

생산품의 사용 및 최종 처분 (재순환, 재사용, 소각 또는 매립 등)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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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영향평가는 배출된 물질이 환경 및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영향평가에 대한 방법론은 아직 초보 단계에 있으며

많은 방법론들이 개발되고 있다. 결과 해석 단계에서는 각각의 물질 중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규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Curran et al., 1996).

실제로 LCA를 실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각각의 단계는 Fig 2.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진행된다.

Goal and Scope 
Definition

Life cycle assessment

• Product Development

• Strategic Planning

• Public Policy MakingInventory 
Analysis

Impact 
Assessment

Interpretation

Direct Applications

Fig 2.1 Phases of LCA (ISO 14040, 1997)

2.2.1.2.1 목적 및 범위 설정

목적 및 범위 설정 단계는 전과정 평가의 평가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결정하는 단계이다. 전과정 평가는 상품의 장단점 분석, 상품의 환경적

개선, 상품간의 비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자료

의 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상품간의 비교를 위하여 전과정 평가

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경제적인 손익이 따르는 경우가 있

으므로 보다 정밀한 자료가 요구된다. 범위 설정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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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및 제한, 기능 단위 등을 선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과정 평가는

원료 획득, 생산, 운송, 사용, 재활용/폐기 단계로 구분된다. 전과정 평가

의 일반적 범위와 흐름은 Fig 2.2와 같다.

Obtaining of resources and 
raw materials

Products manufacturing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Use

Recycle/Disposal

Product system

Energy

Resources

Atmospheric emissions

Waterborne emissions

Solid waste

Waste

Heat

Basic 
flow

Basic 
flow

System 
boundary

Environment Environment

Fig 2.2 System boundary and basic flow of products

2.2.1.2.2 목록 분석

목록 분석 단계에서 전과정에서 각 공정에 대한 환경부하 데이터, 즉

입력자료 (투입 에너지와 자원소비), 혹은 출력자료 (각 환경부하 물질의

배출)를 산출, 추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시스템 내부의 세부 공정으로 이

루어진 공정도를 작성하게 되며 각 공정에 투입되는 물질과 배출되는 물

질의 양을 측정한다. 공정도가 완성되면 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시스템의

경계를 성정하고 각 공정의 투입물과 배출물의 양을 기능단위 생산에 따

른 투입 및 배출 양으로 환산한다. 이 단계는 전과정 평가에서 가장 중

요하게 여겨지며 구체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단계

이기도 한다. 일반적은 목록 분석 단계의 흐름도를 Fig 2.3에 표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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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and scope definition

Preparing for data collection

Data collection 

Validation of data

Relating data to unit process

Relating data to functional unit

Data aggregation

Refinning the system boundaries

Data collection sheet

Collected data

Validated data

Validated data per unit process

Validated data per functional unit

Calculated inventory

Complete inventory

Allocation and recycling

Revised data collection sheet

Additional data 
or unit processes required

Fig 2.3 Operational procedures for LCI (ISO 14041, 1998)

2.2.1.2.3 영향 평가

영향 평가는 분류화 (classification), 특성화 (characterization), 정규화

(normalization), 가중치 부여 (weighting) 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분류화는 투입물과 배출물이 유발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따라 범주별

로 분류하는 과정이다. 하나의 물질이 여러 범주에 걸쳐 영향을 주는 경

우 각각의 범주에 모두 포함된다. 범주화는 다양한 환경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큰 범주로 분류하여 각 영향 물질이 어떠한

형태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Table 2.3은 LCA에서 사용되는 각 영향 범주별 상응인자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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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Categories and reference substances used in LCA

Category Reference substance (unit)

Abiotic Depletion ADP(1/yr)

Global Warming GWP(CO2-eq/g)

Ozone Layer Depletion ODP(CFC11-eq/g)

Acidification AP(SO2-eq/g)

Eutrophication NP(PO4-eq/g)

Photochemical Oxidation POCP(ehtene-eq/g)

Terrestrial Ecotoxicity
ECA(m3·water/g),

ECT(kg·soil/g)

Human Toxicity HCA, HWC(kg·body·wt/kg)

영향범주별로 분리된 목록 파라미터들에 대하여 영향범주별 상응인자

를 사용하여 잠재적인 기여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아래의 계산식과 같

이 목록항목별 환경부하량에 목록항목별 상응인자를 곱함으로서 구할 수

있다 (식 2.1).

  × (2.1)

투입/산출물 로부터

 : 발생되는 영향범주 i에 대한 잠재적 영향의 크기

 : 목록항목 의 환경부하량

 : 항목별 상응인자

특성화를 통하여 산출된 환경영향 값은 동일범주 내에서는 같은 표준

물질을 이용한 단위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가능하나, 다른 범주

와의 관계에서는 서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다. 정규화는

선택된 지역 내의 일정 기간 동안 범주 내 환경 영향 값을 정규화 지수

로 나누어 줌으로써 서로 다른 단위를 갖는 환경 영향 값을 시간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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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하나의 단위로 나타나게 해준다.

    (2.2)

 : i번째 영향범주에 속한 목록 항목들이 기여하는 잠재적 영향

 : 해당지역, 일정기간에 배출되는 번째 영향범주에 속한 모든

목록항목들이 기여하는 잠재적 영향

가중치부여 단계도 선택적인 단계로 영향범주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본 단계에서는 영향범주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사

회적, 도덕적, 과학적, 사회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

로 해석한다.

가중치부여 방법은 Red Flag와 Matrix방법과 같은 정성적인 방법과

Delphi Method와 EPS, Distance-to-target과 같은 정량적인 방법이 있

다. 이렇게 계산된 범주별 가중치는 아래의 계산식과 같이 각 범주별 영

향점수를 곱함으로서 단일 점수화되어 제품이나 서비스 사이의 비교가

가능하다.

   × (2.3)

 : 가중치 부여값

  : 영향범주별 가중치

 : 영향점수 값

2.2.1.2.4 해석 단계

전과정 해석은 목록분석의 결과 또는 목록분석과 영향평가의 결과를

통하여 전과정 평가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도록 주요 환경영향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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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평가하여 최종 결론을 이끌어내는 체계화된 과정이다. 이 단계는

결과의 평가절차와 주요 환경이슈의 규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한 결론 및

조언을 도출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전과정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중요한 투입물 및 산출물과 잠재적인

영향들을 규명하고, 규명된 주요 이슈가 연구의 목적 및 범위에 부합하

여 목록분석과 영향평가의 정보를 충분히 대표하는지를 조사하는 완전성

검사와 주요 이슈들의 편차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민감도 분

석검사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규명된 주요 이슈들이 목록분석과 영향

평가의 결과를 대표하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권자에게

결론과 조언의 형태로 보고하는 보고서 작성 단계를 거친다. 최종보고서

에는 민감도 분석과 불확실성 분석의 수행 결과를 반영토록 한다.

2.2.2 전과정 목록 분석 분류

전과정 평가에서 전과정 목록 분석은 시스템에서 전과정에 걸쳐 투입

되는 에너지 및 원료 소요량과 배출되는 환경 오염물을 정량화 하여 수

집하는 과정으로 데이터의 수집방법에 따라 크게 개별적산법 (Process

analysis)과 산업연관분석 (Input-Output analysis), 조합법 (Hybrid

analysis)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2.2.1 개별적산법 (Process analysis)

개별적산법은 제품과 시스템을 설계도서와 견적서 등으로부터 원료

(자재)와 제조공정, 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제품이 어떻게 제조되

어 폐기되는지를 제품마다 구체적으로 조사해 나가는 방법이다. 또한 제

품이 만들어지기 위해 투입되는 모든 물질의 종류와 양, 투입되는 물질

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부하와 부산물 등을 일련의 공정도로 추정하여 목

록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주로 제품의 전과정 평가에 이용되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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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전과정 평가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개별적산법은 데이터의 수집에서 상세한 부문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

에 환경부하의 실체와 원인이 명확하고 각 제품의 제조, 유통, 소비, 폐

기 및 재활용 등에 따른 환경부하 대책의 검토와 평가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각 단계의 투입 및 산출 데이터가 필요하고 많은 공정 및

전체 프로세스의 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의 소모

되며 경계조건의 설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2.2.2 산업연관분석 (Input-Output analysis)

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표 (Input-Output table)를 활용하여 산업연

관표 내의 산업부문 가운데 대상이 되는 산업부문의 생산품에 따라 에너

지 소비량과 환경 부하량을 구하는 방식이다.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동

안 국민경제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 상호간의 거래 즉, 생산 및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른 행렬형

태로 기록한 투입․산출표이다.

산업연관표의 세로 (열, column) 방향은 각 산업부문이 재화 및 용역

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성 즉 투입 구조를 나타낸다.

투입구조는 중간재 투입을 나타내는 중간투입부문과 임금, 이윤, 간접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비용을 나타내는 부가가치부문으로 구분되며

그 합계를 총 투입액이라고 한다. 산업연관표의 가로 (행, row) 방향으로

보면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이 어떤 부문에서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요의

형태로 얼마나 사용되었는가를 나타내며 이를 배분구조라고 한다. 배분

구조는 다른 부문의 생산을 위하여 직접 투입되는 중간수요부문과 소비

재, 자본재, 수출 등의 최종재로 사용되는 최종수요부문으로 구분된다.

중간수요부문에서 사용된 금액을 중간수요액이라하고 최종수요부문에서

사용된 금액을 최종수요액이라 하며 중간수요액과 최종수요액 합계를 총

수요액이라고 한다. 그리고 총수요액에서 수입액을 공제한 것을 총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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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라고 하는데 각 산업부문의 총산출액과 세로 방향의 총투입액은 항

상 일치한다. 산업연관표의 일반적 형식은 Fig 2.4과 같다.

Purchasing sectors

Intermediate demand Final demand Import

(deduct)

Total

Production1 … j … n  Consume Invest Export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mpensating

of employees
 …  … 

Operating

surplus
 …  …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  … 

Net production

tax
 …  … 

  …  … 

Total consumption  …  … 

Fig 2.4 The framework of input-output tables (Leontief 1936)

산업연관분석은 생산활동 등에 따라 직접적인 에너지 소비량 및 환경

부하량과 함께 간접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 및 배출되는 환경 부하량을

빠짐없이 추계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

며 추계결과가 객관적이라는 이점이 있다. 산업연관분석은 과정의 결정

이 주관적이고 상세 과정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개별적산법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매우 복잡한 제조 공정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산출을 위한 금전적, 시간적

노력이 적게 든다. 또한 분석범위의 확대가 가능하고 분석결과에 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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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 분석 과정의 재현성이 높다. 하지만 산업연관표 작성에 있어 산

업구조와 생산활동이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제품과 기술분석에

는 불충분하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기술과 제품, 산업에 대해서는 분석

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2.2.2.3 조합법 (Hybrid analysis)

조합법은 개별적산법과 산업연관분석의 장점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

별적산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 활용하며 농

촌기반시설과 같이 다양한 제품이나 시스템, 공정이 있는 경우 효과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 산업연관분석의 단

점을 보완할 수 있나 개별적산법의 단점을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

제점도 가지고 있다. 조합법은 개별적산법에 기초하여 분석하는 방법과

산업연관분석에 기초를 두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방법

을 단계별 조합 (Tiered hybrid), 투입산출조합 (Input-output hybrid),

통합조합 (Integrated hybrid)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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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범위 및 방법

3.1 연구 범위

3.1.1 적용 대상 및 특성

본 연구에서는 bottom ash와 저수지 준설토 적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농업용 저수지 제체를 선정하였다. 대상 시설물인 농업용 저수지

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농업용 저수지를 시군관리 저수지와 한

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로 구분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국내에 분포

하는 저수지의 수명 분석을 위하여 저수지의 사용연한을 자세히 분석하

였으며 관리하는 기관에 따른 차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체 저수지를 관

리 주체 별로 구분하여 사용 연한을 분석하였다 (Fig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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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The distribution of the period of use of the embankment for

each management agen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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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내 존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대부분은

1945년 이전에 준공되었으며 특히 시군 관리 저수지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사 관리 저수지의 경우, 1945년에 준공된 저수지의 비율이

전체 저수지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1945년을 제외하였을 때

사용 연한이 50∼55년 된 저수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수지의 규모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체의 높이 분포를 분석하였다.

전체 저수지는 관리 주체별로 구분되었으며 각 관리 주체별 저수지 제체

의 높이 분포는 Fig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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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The distribution of the height of the embankment for each

management agency

전체 저수지 중에서 제체의 높이는 3∼6m의 제체가 가장 높은 비울

을 나타냈다. 또한 시군관리 저수지에 비하여 공사 관리 저수지가 상대

적으로 규모가 큰 (제체의 높이가 높은) 저수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제체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군 관리 저

수지와 공사 관리 저수지의 상태 평가 내용을 분석하였다. 상태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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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이루지고 있는 정밀 진단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였으며 종합

평가 점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밀 진단 보고서에서는 저수지의

상태를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D, E 등급은 보수 공

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국내에 분포하는 모든 시군 관리 저수지

및 공사 관리 저수지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용 연한과 평가

내용이 없는 저수지를 제외하였다. 각각의 등급은 사용 연한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관리 주제 저수지에 대한 사용 연한별 저수지

종합 평가 결과는 Table 5.1∼5.2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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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The frequency distribution of the period of use for the

evaluation grade of reservoir embankments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

Period of use

(year)

Frequency (n)

A B C D E Total

- 5 0 0 0 1 0 1

5 - 10 1 4 8 3 0 16

10 - 15 0 13 19 13 0 45

15 - 20 0 14 18 11 0 43

20 - 25 0 10 45 10 0 65

25 - 30 0 58 100 36 0 194

30 - 35 0 37 197 83 1 318

35 - 40 0 70 339 138 1 548

40 - 45 0 309 1058 444 2 1,813

45 - 50 0 184 729 253 0 1,166

50 - 55 0 110 504 211 0 825

55 - 60 1 26 224 88 0 339

60 - 65 0 67 296 89 0 452

65 - 70 7 2,366 3,287 2,115 0 7,775

70 - 75 0 25 15 9 0 49

75 - 80 0 6 6 0 0 12

80 - 85 0 10 9 2 0 21

85 - 90 0 6 4 2 0 12

90 - 95 0 1 2 0 0 3

95 - 100 0 1 2 0 0 3

100 - 0 6 3 1 0 10

Total 9 3,323 6,865 3,509 4 1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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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The frequency distribution of the period of use for the

evaluation grade of reservoir embankments managed by the public

corporation

Period of use

(year)

Frequency (n)

A B C D E Total

- 5 - 0 0 0 0 0

5 - 10 - 0 0 0 0 0

10 - 15 - 3 22 0 0 25

15 - 20 - 7 66 6 0 79

20 - 25 - 9 78 7 0 94

25 - 30 - 25 152 17 0 194

30 - 35 - 21 161 28 0 210

35 - 40 - 19 144 41 0 204

40 - 45 - 7 197 96 0 300

45 - 50 - 19 163 62 0 244

50 - 55 - 31 331 125 2 489

55 - 60 - 10 146 73 0 229

60 - 65 - 5 80 32 0 117

65 - 70 - 20 418 331 0 769

70 - 75 - 6 58 37 0 101

75 - 80 - 2 23 21 0 46

80 - 85 - 6 66 22 0 94

85 - 90 - 5 23 11 0 39

90 - 95 - 0 5 1 0 6

95 - 100 - 0 4 0 0 4

100 - - 1 1 2 0 4

Total - 196 2,138 912 2 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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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저수지에 대한 종합 평가를 분석한 결과

시군 관리 저수지와 공사 관리 저수지모두 C 등급이 가장 많이 나타났

으며 D, B 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저수지에서 E 등급은 거의 나타

나지 않았으며 A 등급의 경우 시군 관리 저수지에서 9 개소, 공사 관리

저수지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연한에 따른 등급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같은 사용 연한에서

각각의 등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도시하였다 (Fig 3.3). 비율 분석에 있어

공사 관리 저수지는 A 등급이 존재하지 않고 E 등급이 2개소 밖에 없어

분포 분석이 부적합하다 판단하여 B, C, D 등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

며 시군 관리 저수지는 상위 등급은 A, B 등급과 하위 둥급인 D, E를

합산하고 중간 등급인 C 등급을 따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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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The ratio of the evaluation grade in the same period of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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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연한 증가에 따른 등급변화 분석 결과, 두 주체에서 관리하는

모든 저수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위 등급의 비율은 떨어지고 하위

등급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시군 관리 저수

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사용 연한이 40년이 넘으면서 높은 등급

의 저수지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사 관리 저수지

의 경우, 상위 등급은 B등급의 저수지 개소수가 전체 저수지 중에서 비

율이 낮아 정확한 경향파악이 어려웠으며 중간 등급인 C 급이 사용 연

한이 증가함에 따라 비율감소 경향을 나타냈으며 그에 따라 D 등급의

비율이 높아졌다. 하지만 사용 연한 90∼100년 구간에서 C 등급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게 개소수가 적어 일부의 결과가 전체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전체 경향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 연한에 따른 등급 비율 변화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사용 연한

이 증가함에 따라 평가 등급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저수지

의 사용 수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저수지 중 100년이 넘은 저수지가 이용되고 있으며 적절한 유지보

수를 통하여 사용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필

댐의 적정 수명은 100년으로 규정하였다. 비록 사용 연한이 100년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저수지 제체의 경우 파괴시 큰 인명 및 경제적 피

해를 가져오므로 적절한 보수 시기 결정을 통하여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저수지 제체의 생존 확률을 높여주어야 한다.

3.1.2 제체 재료 적합성 평가

저수지 준설토와 bottom ash의 제체 재료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필댐 설계기준

을 사용하였다.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제체 부분별 재료 기준을 바탕으

로 재료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제체에서 활용한 재료의

기본 물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재료 활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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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재료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준설토와 bottom ash가 활용된 제체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각각의 수위조건을 가정하여 상하류 사면 안전율을 분석하였으며 각

부분별 토질 정수가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3.1.3 전과정 CO2 배출량 산정

전과정 평가는 수행하는 목적에 따라 연구의 방향과 깊이가 결정되므

로, 목적과 범위를 정의하는 단계에서 우선 연구수행 목적을 명확히 하

고 목적에 맞추어 대상제품이나 공정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필

요한 데이터와 그 출처, 전과정 평가 수행기간, 전과정 평가 수행지역 등

도 목적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평가 대상이 되는 제품

이나 서비스의 범위 및 기능단위 (functional unit), 상세수준이 정의된다.

기반시설 구조물의 시공 단계만을 고려할 것인지, 원료의 획득부터 최종

폐기단계까지의 모든 단계를 포괄할 것인지 등이 정의된다. 또 한편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만을 다룰 것인지, 그 외 산성화나 토양오염 등

의 문제도 포함할 것인지의 범위도 목적에 맞추어 이 단계에서 정의된

다.

일반적으로 기반 시설의 전과정은 기획과 설계에서부터 자재의 생산,

시공, 사용, 유지보수 (개수), 해체, 폐기단계로 나뉠 수 있다. 일반 건축

물에서는 시공시 사용되는 건설 자재와 장비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보다

는 냉난반의 사용 및 부대시설 보수로 인하여 사용단계에서 많은 에너지

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기반

시설물의 경우 건설 단계에서 대량의 에너지와 자재의 투입되며 사용단

계에서 냉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가 없어 유지보수 공사로 인한 에너

지 소비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번 설치된 농업용 저수지는

100년이 넘은 현재까지 폐기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되는 시설물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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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제조 및 운송

단계, 시공, 사용, 유지보수 단계까지를 고려하며 폐기단계를 생략하도록

한다.

또한 전과정 평가에 있어 환경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기 배출

물, 액체 배출물, 고형 배출물로 구분하지만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재와 기기에 대한 정확하게 평가된 데이터베이스의 부재로 인하여 산

업연관분석과 개별 적산법 및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혼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현재 기후변화 협약으로 인하여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이산화

탄소 배출량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전체 전과정 평가 내용 중 본 연구에

서 고려한 전과정 평가 범위는 Fig 3.4와 같다.

Products manufacturing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Use

Maintenance and repair

Recycle/Disposal

Planning and design

IO analysis

Use national LCI database

Hybrid analysis

Statistics of power consumption

Construction

Hybrid analysis

CO2

System boundary CO2 Considered emissions

Fig 3.4 The boundary of this research in the life cycle assessment of

infra-structures

전과정 평가에 있어 전과정 범위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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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제체의 시공시 소요되는 물질의 생산과 운송, 시공시 발생하는

장비의 배출량, 유지보수 과정까지를 전과정 범위로 설정하며 오염물질

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을 고려한다. 또한 제체의 수명은 앞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래 기반 시설물의 내구 연한인 60년보다 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보수공사를 통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저수지

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100년으로 설정한다. 제체의 유지를 위한 과정으

로는 전기 사용량을 고려하며 보수공사는 정밀진단 보고서에서 제체부의

보수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그라우팅, 제체 둑높임, 사석정비 등을 고려

한다. 저수지의 전과정 중 각 단계에서 고려하는 요소는 Table 3.3과 같

다.

Table 3.3 The research boundary for the estimation of life cycle CO2

emissions

Items Boundary

The life of reservoir embankment 100 year

Maintenance Power consumption

Repair works

Leakage reduction method

Elevation of crest

Riprap repair

3.1.4 환경재의 경제성 분석

자원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환경적 이익은 다양하게 나

타난다. 하지만 인간의 생산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한

경로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영향을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환경은 비경제적 가치이며 그 잠재력

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친 영향을 현

재의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는 일 또한 불가능한 현실이다. 따라서 정량

적 환경성 평가와 환경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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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적합한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현재 이산화탄

소 배출 규제로 인하여 실제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로 거래되고 있는 이

산화탄소와 재활용 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골재 채취 절감효과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산림의 경제적 가치만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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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방법

3.2.1 제체 재료 적합성 평가

설계된 제체 사면의 사면 안전율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GEOSLOPE사의 지반공학해석 프로그램 팩키지 GeoStudio 2007의 수리

침투해석 프로그램 Seep/W를 사용하다 (Geo-Slope Int. Ltd., 2007a).

또한 제체 활동 안정성 해석은 동일한 프로그램 팩키지의 사면안정해석

프로그램 Slope/W를 사용하였다 (Geo-Slope Int. Ltd., 2007b). 활동 안

정성 해석은 침투해석 결과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수위 조건은 만수위

와 수위 급강하시를 고려하였으며 사면 안정 해석은 이론은 Bishop 간

편법을 사용하였다.

3.2.2 전과정 CO2 배출량 산정

3.2.2.1 CO2 배출 원단위 산출

3.2.2.1.1 건설 자재 CO2 배출 원단위 산출

기반시설 건설에는 매우 다양한 자재가 사용된다. 현재 국내에서 개

별적산법으로 작성된 건설 자재 생산단계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

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종류가 제한적으로 모든 건설 자재에 대한 이산

화탄소 배출 원단위를 고려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건설 자재 생산단계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 산출 방법으

로 산업연관 방식을 사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재화와 용역의 흐름을

파악하고 산업상호간의 직간접적인 유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산업 분에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강광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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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생산단계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 산출을 위하여

2011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09년 산업연관표의 기본거래표를 이용하

여 환경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2009년 산업연관표는 매년 작성하는

연장표로서 편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측조사를 간소화하고 기초통계

를 최대한 활용하여 작성하는 등의 간접추계 방식을 활용하였다. 표의

기본형식, 부문분류, 개념 및 포괄범위를 2005년 실측표와 동일하게 사용

하여 통합대분류 28부문, 통합중분류 78부문, 통합소분류 168부문, 기본

부문 403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 한국은행).

환경산업연관표는 각각의 기본부문이 소비한 에너지원을 분석하여 산

업부문별 에너지 소비량을 산정하고 에너지의 배출 원단위를 적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산정하여 작성한다. 따라서 환경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산업연관표를

선정된 에너지 투입물량표로의 재작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

지투입량표 작성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무연탄, 유연탄, 천연가스(LNG),

연탄, 기타석탄제품, 휘발유, 제트유, 등유, 경유, 중유, 액화석유가스, 도

시가스 등 총 12종을 고려하였다. 원유는 휘발유,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으로 정제되어 사용되므로 에너지원에서 제외하였으며, 나프타의 경우

대부분 용제 및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각 산업부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 사용량 추정을 위하여 무연탄,

유연탄, 천연가스 (LNG), 휘발유, 제트유, 등유, 경유, 중유, 액화석유가

스, 도시가스의 경우 에너지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국내 총 소비량을 참

고하였다. 연탄은 에너지통계연보의 연탄 단가를 참고하였으며 산업연관

표 내 연탄 총 사용액을 통해 사용 물량을 추정하였다. 기타석탄제품은

기초부문으로 코크스와 기타석탄제품으로 구분되며 두 부분에 대한 합리

적인 총 소비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철강보 (Korea Iron and Steel

Association, 2009) 의 각 월호를 참고하여 코크스 물량을 산출한 후 기

타석탄제품과 코크스의 생산액 비를 통해 전체 기타석탄제품의 전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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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에너지원과 각 에너지원별 인용된

통계 자료는 Table 3.4와 같다.

Table 3.4 References for total amount of energy consumption

Basic

sector code

Basic sector

name

Fundamental

sector code

Fundamental

sector code
Reference

030 Anthracite - -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031 Bituminous coal - -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033 Natural gas - -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131 Coal briquettes
0100 Coal briquettes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0200 Oval briquettes

132
Coke and other

coal products

0100 Coke Korea iron and steel

association bulletin8800 Other

134 Gasoline - -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135 Jet oil - -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136 Kerosene - -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137 Light oil - -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138 Heavy oil
0100 Bunker A, B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0200 Bunker C

139
Liquefied

petroleum gas

0100 Propane gas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0200 Butane gas

0800 Other

302
Manufactured

gas supply
- -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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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구하기 위하여 에너지소비물량표를

작성하였으며 에너지소비물량표 작성에는 에너지원 중 다른 에너지원의

연료가 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제외하였다. 에너지소비물량표 작성을 위

하여 제외된 부문은 연탄의 원료로 사용된 무연탄, 기타석탄제품 중 코

크스의 원료로 사용된 유연탄, 도시가스의 원료로 사용된 천연가스이며

이를 통해 각 부문별로 실제로 연소된 에너지원의 소비물량을 산출하였

다.

각 에너지원 별로 에너지관리공단 (2006)에서 제공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적용 매뉴얼을 참조하여 에너지소비열량표를 작성하였으며 국내

외산 발열량이 다른 무연탄의 경우 국내 무연탄 생산액과 수입 무연탄의

수입액 비율을 적용하여 발열량을 산정하였다. 매뉴얼에서 두 가지 정보

가 존재하는 등유는 제공되는 실내등유와 보일러등유 발열량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다음단계로 이산화탄소배출량표는 작성을 위하여 에너지원별 발열량

으로 환산된 에너지소비열량표에 IPCC에서 제공하는 각 에너지원별 탄

소배출계수를 적용하였으며 유연탄과 코크스는 연료탄의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한 에너지원을 통해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을 산출하기 위해 총 수요에서 재고와 수출량을 제외한 중간수

요계와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만 고려하였으며 재고와 수출에 분배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외하였다. 선정된 에너지원별 에너지 열량

환산기준과 IPCC 탄소배출계수는 Table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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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Information of energy resources (IPCC, 2007)

Energy source Units
Gross calorific

value (kcal)

Net calorific

value (kcal)

Carbon emission

factor

(ton-C/toe)

Oil

Gasoline ℓ 8,000 7,400 0.783*

Indoor kerosene ℓ 8,800 8,200
0.812*

Boiler kerosene ℓ 8,950 8,350

Light oil ℓ 9,050 8,450 0.837*

Bunker A ℓ 9,300 8,750

0.875*Bunker B ℓ 9,650 9,100

Bunker C ℓ 9,900 9,350

Jet oil ℓ 8,750 8,200 0.808*

Gas

Propane kg 12,050 11,050 0.713*

Butane kg 11,850 10,900 0.713*

Natural gas kg 13,000 11,750 0.630*

City gas (LNG) Nm3 10,550 9,550 0.630*

City gas (LPG) Nm3 15,000 13,800 0.713*

Coal

Domestic anthracite kg 4,650 4,600
1.100*

Imported anthracite kg 6,550 6,400

Bituminous coal

(Fuel)
kg 6,200 5,950 1.059**

Cokes kg 7,050 7,000 1.059**

* IPCC Carbon emission factor

** Carbon emission factor of Coking coal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배출량표로 산정된 각 부문별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총 투입액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를 산

출한다. 총 403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는 산업연관표에서 제공

하는 2000여개의 세부부문으로 분리되어 사용되며 기반시설 건설에 사용

되는 자재의 분류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Fig 3.5는 건설 자재 생산단계

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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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 table

Energy input table

Energy consumption calorific table

CO2 emissions table

Energy consumption quantity table

Selection of energy sources
Estimation of energy consumption quantity
Distribution of energy consumption quantity for 
each industry

Exception of used raw materials for other energy 
source

Conversion of energy source to calories using net 
calorific

Conversion of calories to CO2 emissions

Anthracite, Bituminous coal, Natural gas, Coal 
briquettes, Coke and other coal products, Gasoline, 
Jet oil, Kerosene, Light oil, Heavy oil, Liquefied 
petroleum gas, Manufactured gas supply

Anthracite used in bituminous coal
Natural gas in manufactured gas supply
Bituminous coal in coke

Using the manual applied the standard for 
conversion of energy calorific value in Korean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Using the information regarding energy resources 
in IPCC(2007)

Fig 3.5 EIO analysis procedure for the estimation of CO2 emissions

from construction materials

3.2.2.1.2 건설 장비 CO2 배출 원단위 산출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화석 연료사용량을 기반으로 산정된

다. 따라서 건설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를 산출하

기 위해서는 장비가 시간당 작업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당 소비하는 연

료의 양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

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별로 그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국내외에서 생산된 모든 건설 장비에

대한 작업 효율과 연료 사용 효율을 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장비의 작업 환경과 단위 작업량에 따른 작업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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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과 연료 사용량을 정량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건설공사표준품셈과 건설

공사일위대가를 활용하였다 (건설기술연구원, 2009). 표준품셈과 일위대

가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들의 재원에 따른 작업능력 및 연료 소비

량을 제공함으로 효율적인 건설장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이 가능하

다.

작업시간당 연료 사용량은 건설 장비 사용 연료는 주연료와 잡품으로

구분되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주연료 양과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연료의

양으로 대비되는 잡품 소비량을 모두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건설장비가

사용하는 주 연료인 휘발류와 경유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는 건

설자재와 동일하게 에너지소비열량표와 IPCC에서 제공하는 탄소배출계

수를 사용하였다. 건설 장비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 작성 방법

을 요약하면 Fig 3.6과 같다.

The standard estimating for construction works

Energy consumption quantity table for the 
construction equipment

CO2 emissions table for the construction equipment

Estimation of energy consumption quantity per unit 
time for each construction equipment

Applying the information regarding energy 
resources in IPCC(2007)

Fig 3.6 The procedure for the estimation of CO2 emissions from

construction equipment

3.2.2.1.2 운송 장비 CO2 배출 원단위 산출

운송 장비는 육상운송, 해상운송, 공중 운송으로 구분되며 국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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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주로 육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육상 운송 수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는 환경부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국가 LCI 정

보망과 국가 LCI Database 정보망에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출 원단위를 사용하였다.

3.2.2.2 전과정 CO2 배출량 산정

3.2.2.2.1 생애 주기 함수 작성

저수지 제체의 생애 주기 함수를 작성하기 위하여 제체 보수 공종에

대하여 제체 덧쌓기, 그라우팅, 사석 보수 공종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

한 보수 내역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보수 내역의 보수시기에 대한 도수

분포표를 작성하여 이를 모델링 할 수 있는 함수를 산정하였다. 제체의

각 공종에 대한 생애 주기 함수는 Weibull 분포형으로 가정하였으며

Weibull 분포 함수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3.1)

 : shape parameter

 : scale parameter

Weibull 분포에서 값은 생존함수의 최대값인 1로 고정하였으며 각

공종별로 적합한 값과 값은 Microsoft 사의 Excel 프로그램에서 제공

하는 해찾기 기능을 통하여 가장 편차가 가장 작은 값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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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2 CO2 배출량 산정

저수지 제체의 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제체의 시공에서 유지, 보수공사로 인한 배출량으로 한정된다. 전체 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각각의 공사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이 필요하다.

저수지 제체 시공 및 유지보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건설 자재 생산, 장비의 사용, 운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배

출 요인에 대한 배출량에 대한 경계와 산정 방법은 Fig 3.7과 같다.

CO2
Emissions

Materials 
production

stage

Construction
stage

Transportation
stage

Raw material
Raw construction material manufacturing`

Material transportation to construction site

Equipment transportation to construction site

Construction material used for reduction method

Construction equipment used for reduction method

Energy Input-Output analysis
(Using Inter-industry relation analysis)

Estimation of fuel consumed by truck for transportation
(Using Process model)

Estimation of fuel consumed by equipment for transportation 
(Using Process model)

Using the data of material production

Estimation of fuel consumed by equipment for construction
(Using Process model)

Unit processUsing Fuel CO2 emissions

Fig 3.7 The boundary and flow of processes for the estimation of CO2

emissions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공정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먼

저 저수지 제체의 시공과 유지보수 시공으로 인한 총 이산화탄소 배출양

은 식 3.1과 같이 각각의 요소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합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식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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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저수지 제체 시공 혹은 유지보수 단위 공정에 대한 이산화탄

소 배출량 (CO2 kg)

 : 건설 자재의 생산과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CO2 kg)

 : 건설 장비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CO2 kg)

 : 운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CO2 kg)

건설 자재 생산 및 사용, 건설 장비의 사용, 운송 등 각각의 요소들은

식 (3.3)-(3.5)를 통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한다.

 
  



× (       ) (3.3)

 (       ) : 건설 자재의 단위 가격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CO2 kg/KRW)

 (       ) : 시공 단계에서 사용된 건설 자재별 총 가격

(KRW)

 
  



× (       ) (3.4)

 (       ) : 건설 장비의 단위 시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CO2 kg/hr)

 (       ) : 시공 단계에서 이용된 건설 장비의 사용 시간

(hr)

 _ _ (3.5)

_ : 건설 자재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 (kg CO2)

_ : 건설 장비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 (kg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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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으로 인한 배출량은 식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 자재 운송

과 장비 운송으로 나뉜다. 각각의 요소에 대한 배출량 산정 식은 다음과

같다.

_ 
  



_×_× (       ) (3.6)

_  (       ) : 운송 장비의 단위 무게 및 단위 거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CO2 kg/km․ton)

_  (       ) : 건설 자재 생산지로부터 시공 현장까지

거리 (km)

  (       ) : 운송되는 건설 자재 총 무게 (ton)

_ 
  



_ ×_   (       ) (3.7)

_ (       ) : 건설 장비의 단위 거리당 이산화탄소 배

출량 (CO2 kg/km)

_  (       ) : 건설장비 보관 장소에서 시공 장소까지

거리 (km)

3.2.3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 분석

3.2.3.1 CO2 배출량 경제적 가치 분석

현재 전 세계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등의 제도에 의하여 탄소 배출권

및 크레딧을 거래소나 장외 시장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기후변화 협

약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받은 협약 당사국은 자국내에서 저

감활동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 뿐 아니라 다른 협약당사국의 잉여 배출권

이나 감축성과를 구입하여 자국의 허용배출량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배출

권 거래라는 시장 원리를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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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의 경제적 가치 환산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장 가격을 이용하고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였다.

현재 유럽연합 주도의 배출권 거래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뉴질랜

드, 호주, 일본, 중국 등에서 배출권 거래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예정이

나 국가간의 탄소시장 연계는 미미한 실정이다.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유럽

연합 역내 27개 국가들이 교토의정서상의 의무 달성을 위해 배출권을 거

래할 수 있도록 2005년 1월 1일부터 가동한 세계 최대의 배출권 거래제

이다. EU ETS는 유럽연합간의 배출권 거래는 물론 유럽연합국 외에 다

른 교토 의정서 비준국에서 발생되는 감축성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토

메커니즘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교토체제 하의 국제적인

배출권 거래제를 주도하고 있다.

또 다른 배출권 거래소로는 미 동부와 중부 연안 10개 주가 참여하는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 (RGGI)가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RGGI는 총량

제한 거래제로서 각 주별로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이 정해지고 규제를 받

는 10개 주의 발전시설들 간에 발생한 배출권을 고매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으로서 의무 감축량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전단계로 2005년부터 JVETS(자발적 배출권 총량거

래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시

설의 설치비를 보조하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각 참가자는 일정량의 배

출 감소 목표를 이행하고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이후 관리업체로 지정

된 업체를 중심으로 설정된 기준 배출량을 목표에 상당하는 배출권을 부

여하고 목표 달성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1년 단

위로 실시하여 2012년 2차 시범 사업이 추진되었다. 실제 적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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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설계를 위하여 제 3자의 거래도 허용하고 있으며 주무부

처의 인정을 받은 외부감축사업으로 발생한 배출권을 상쇄배출권으로 사

용 가능토록 하고 있다. 2012년 5월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

래에 관한 법률안”에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원칙으로 도입하고 있

으며 향후 국가 간의 거래 등을 고려하여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

래제도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거래제도에 대하여 분석

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5년 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내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유럽 배출권 시장을 기반으로 이산화탄소 가격을

결정하였다.

3.2.3.2 산림의 경제적 가치 분석

산림의 기능은 목재, 펄프, 연료, 종실, 버섯, 약용 등 임산물과 같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경제적 기능과 수원함양 및 대기정화, 휴양 및 경

관기회 제공, 탄소고정, 국토보전, 야생동물보호, 생물다양성보호, 산림치

유 기능 등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시장제인 공익적 기능으

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산림을 직접 이용하는 목재, 버섯, 열매 등 직

접 이용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산림의 공익기능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평

가하기 어렵다.

산림자원의 총 가치는 산림을 직접 사용하는 사용가치와 산림을 사용

하지 않는 비 사용가치로 나눌 수 있다. 사용가치는 다시 직접이용가치,

간접이용가치, 선택가치로 나눌 수 있고, 비 사용가치는 존재가치와 유산

가치로 나눌 수 있다. 산림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는 공공재이기 때문

에 예저에는 이들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들이 개발되지 못했으나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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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기 위한 가치 평가 방법들을 개발하였다.

개발하였다. 비 시장가치 평가방법들은 가상가치접근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여행비용방법 (Travel Cost Method: TCM),

속성가격 방법 (Hedonic Price Approach), 컨조인트기법 (Conjoint

Method/Experimental Choice Method), 대체비용법 (Replacement Cost

Technique), 총지출법 (Gross Expenditure Method), 기회비용법

(Opportunity Cost Method), 개발비용방법 (Development Cost Method),

시장가치법 (Market Value Method), 산출물의 시장가치법 (Market

Value of Product Method), 손실비용에 의한 평가 등 많은 방법 등이 있

다 (김종호, 2012). 이 같은 평가방법들은 평가대상과 내용에 따라 적합

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있다. 산림의 자원 가치의 분류와 산출 방법은

표 3.6과 같다.

Table 3.6 The method of valuation and classification of forest resources

Classification Detail Content

Use value

Direct use
․lumber, mushroom, fruit, medicine, by-product of

forestry (market price)

Indirect use

․value of recreation, education and culture

(TCM, CVM)

․water storage, prevention of soil erosion and slope

failure, atmosphere purification, prevention of wild

bird and animal, alleviation of weather change,

prevention of noise (value of replacement cost)

Value of selection

․value that is paid as consideration for ensuring in

advance for future use rights although not visit

now (CVM)

Nonuse value

Value of existence
․value of want to pay for the fact itself of any

forest that there is (CVM)

Heritage value
․willingness to pay about the fact that forest will

be bequeathed to the next generation

(Hoehn and Krieger, 1998; Johnson and Johnson, 1990; Krieger 2001; 김종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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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 연구는 1989년도에 김종호가

1987년 기준으로 수원함양기능, 토사유출방지기능, 토사붕괴방지기능, 보

건휴양기능, 야생조수보호기능, 산소공급기능 등 6개 기능에 대한 공익기

능 평가액을 최초로 평가하였다. 그이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인자를

고려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있으며 현재는 7개 기능에 대

하여 평가액을 산출하고 있다 (김종호 외, 2005, 2007, 2010). 본 연구에

서는 김종호에 의하여 작성된 1987년부터 2010년 까지 공표된 우리나라

산림의 경제적 가치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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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Bottom ash와 저수지 준설토의 제체 재료

적합성 평가

4.1 저수지 제체 재료 설계 기준

4.1.1 성토부 재료 설계 기준

필댐의 제체 성토부 재료 설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생

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필댐편 (2002)”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토교

통부에서는 “댐설계기준 (2011)”에서 제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성계 기준에서는 재료를 분류하고 토질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재료는 투수성을 기준으

로 투수성, 불투수성, 반투수성 재료로 구분한다. 토질재료는 불투수성

재료 사용을 권장하며 투수계수가 × ㎝/s보다 작은 것을 불투수성

재료로 규정한다. 또한 토질재료는 댐 안정에 미치는 팽창 및 압축(수축)

성이 적고, 수용성 물질이나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이 용이하고 시공시 간극압의 발생량이 적은 재료로서 다진

상태에서 소요의 투수계수와 전단강도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국토교통부의 기준에서는 토질재료로 댐 안정에 미치는 팽창 및 압축

(수축)성이 작고, 수용성 물질이나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

하며, 다짐이 용이하고 시공시 간극압의 발생량이 작은 재료로서 다진

상태에서 소요의 투수계수와 전단강도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

다.

4.1.2 중심 코어 재료 설계 기준

중심 코어는 국토교통부 댐 설계기준 (2011)에서 제시하고 있다.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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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는 불투수성인 것이 제일 조건이기는 하나 전단강도나 압축성, 균질

성에서 충분히 신뢰성이 있는 재료를 택한다. 흙의 통일분류법으로 말하

면 GC, SC, CL, SM, CH 정도가 적당하고 ML이 그 다음이며, OL,

MH, OH는 부적당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4.1.3 필터 재료 설계 기준

저수지 제체 필터 재료의 설계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설계 기준이 동일하다.

필터 재료 설계 기준은 필터재로 보호되는 재료보다 투수성을 비교하

여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필터로보호되는재료의입경
필터재료의입경

≻  (4.1)

필터로보호되는재료의입경
필터재료의입경

≺  (4.2)

또한 필터재료는 점착성이 없는 것으로 0.074 mm 이하의 세립분 함

유량은 원칙적으로 5% 이하로 하는 것을 권장하며 보호되는 재료보다

10∼100배의 투수성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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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Bottom ash와 저수지 준설토의 재료 특성 분석

Bottom ash와 저수지 준설토의 재활용 재료의 적용성 분석을 위하여

산업 부산물로 저수지 준설토와 석탄회 중 bottom ash를 고려하였다. 저

수지 준설토의 재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3개 저수지에서 채취한

준설토에 대하여 기본 물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영흥, 당진, 동해, 보령, 삼천포, 서천, 영동, 태

안, 하동, 호남 총 10개소이며 bottom ash와 fly ash를 혼합하여 배출하

는 당진 시료를 제외하고 각 발전소에서 발생한 bottom ash를 모두 채

취하여 기본 특성을 분석하였다. 시험 방법은 KS에서 제시하는 흙의 기

본 물성 시험 방식을 준수하였다. 저수지 준설토와 bottom ash의 기본

물성 실험 결과는 Table 4.1과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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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Physical properties of the dredge soils

Sample Gs1)
Passing

4.75mm

(%)

Passing

0.075mm

(%)

Cu2) Cg3) LL4) PL5)
6)

(㎝/s)

7)

(kPa)

8)

(°)
USCS9)

Mulwang 2.60 97.27 73.00 14.00 1.41 33.62 25.58 1.00E-07 19.25 27.53 ML

Ansung 2.61 99.83 87.18 5.88 1.30 43.57 37.61 2.26E-07 27.45 25.85 ML

Jecheon 2.56 98.37 46.55 44.89 0.23 37.01 47.62 - 3.54 27.14 SM

1) Specific gravity

2) Coefficient of uniformity

3) Coefficient of curvature

4) Liquid limit

5) Plastic limit

6) Coefficient of permeability

7) Cohesion

8) Friction angle

9) United Soil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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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Physical properties of the bottom ash

Sample Gs

Passing

4.75mm

(%)

Passing

0.075mm

(%)

Cu Cg LL PL


(㎝/s)



(kPa)



(°)
USCS

Youngheung 2.21 80.92 7.08 25.60 1.31 NP1) NP 4.50E-04 49.33 30.45 SW-SM

Donghae 2.61 93.59 8.72 7.70 0.63 NP NP 1.10E-05 - - SP-SM

Boryeong 2.17 91.40 9.09 19.07 1.50 NP NP 5.40E-05 - - SW-SM

Samcheonpo 2.20 99.73 3.59 5.57 0.57 NP NP 1.40E-03 - - SP

Seocheon 2.12 85.32 4.15 11.26 2.34 NP NP 5.44E-04 - - SW

Yeongdong 2.08 99.74 42.88 3.75 1.07 NP NP 4.90E-05 - - SP

Taean 2.15 86.76 5.91 11.93 1.49 NP NP 4.64E-04 - - SW-SM

Hadong 2.22 36.41 4.40 29.59 4.92 NP NP 5.00E-06 - - GP

Honam 2.17 93.42 3.61 9.21 1.52 NP NP 1.30E-03 - - SW

1) Non-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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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물성 실험 결과, 저수지 3 곳의 준설토 중 2 곳에서 200번 체

(0.075mm) 통과량이 70%를 넘으며 USCS 분류상 ML로 점토질 실트의

성질을 띈다. bottom ash의 경우, 영동 화력발전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8

지역의 시료에서 200번 체 통과량이 10% 미만으로 모래의 성질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부산물 단일 재료로는 활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체 재료로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혼합 재료의 기초 물성을 분석하였다. 혼합 재

료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하여 기본적인 bottom ash로는 영흥 시료를

사용하였으며 준설토는 물왕 저수지 시료를 사용하였다. bottom ash와

준설토 혼합비에 따른 기본 물성 시험 결과는 Table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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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Physical properties of the mixing soil

Mixing

ratio

(DS:BA)

Gs

Passing

4.75mm

(%)

Passing

0.075mm

(%)

Cu Cg LL PL


(㎝/s)



(kPa)



(°)
USCS

3:7 2.32 89.78 16.54 0.87 57.09 NP NP 1.86E-06 11.76 42.04 SP

4:6 2.36 90.31 20.56 0.75 92.19 NP NP 4.77E-07 37.83 31.46 SP

5:5 2.40 90.94 25.28 0.84 116.48 26.3 20.0 1.41E-07 47.14 27.64 SP-SC

6:4 2.43 91.70 30.94 2.22 123.44 34.8 31.9 1.67E-07 61.42 25.12 SP-SM

7:3 2.47 92.62 37.82 4.54 120.02 33.2 30.0 1.07E-07 79.50 18.29 S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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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준설토와 bottom ash 혼합토의 혼합비별 기본 물성 시험 결

과, bottom ash의 혼합 비율이 높은 DS:BA=3:7, 4:6에서는 입도 분포가

좋은 모래 또는 자갈질의 모래인 SP로 나타났으며 준설토의 혼합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실트질 모래, 점토질 모래인 SC, SM으로 변화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혼합토의 혼합비에 따른 공학적 성질을 분석한 결과 모래

의 성향을 가진 bottom ash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내부 마찰각의 크기가

커지며 점토질 실트인 준설토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점착력이 커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혼합을 통하여 원재료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여

더 높은 활용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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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설계 기준을 통한 제체 재료 적합성 평가

산업 부산물의 제체 재료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체 각

부분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준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재활용

재료가 활용되는 제체의 요소로는 성토재, 중심 코어, 필터 재료로의 활

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산업 부산물의 적합성 검증을 위하여 9개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bottom ash와 3개 지구에서 채취한 준설토의 적합

성을 분석하였으며 혼합재료 분석에는 영흥 화력 발전소에서 채취한

bottom ash와 물왕 저수지 준설토 혼합토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제체

각 부분에 대한 산업 부산물의 제체 재료 적합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

다.

4.3.1 성토부 재료 적합성 평가

제체 성토부 재료의 설계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국토 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시공성과 투수계수 및 전단

강도와 재료의 유기물 함량에 대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준에 모

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체 성토부에 대한 재료 적합성 평가에는 농림축

산식품부에서 제시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채취한 산업

부산물의 단일 재료에 대한 제체 성토부 활용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실

시하였으며 각각의 재료에 대한 성토부 재료 적합성 평가 결과는 Table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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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Assessment for the suitability of the embankment material (dredged soil and bottom ash)

Classification Standard
Dredged Soil Bottom Ash

MW AS JC YH DH BR SCP SC YD TA HD HN

 ≤1×10-6 ㎝/s ○ ○ - × × × × × × × × ×

USCS GM, GC, SM, SC △ △ ○ △ △ △ △ △ △ △ △ △

Content of Organic <2∼4% ○ ○ ○ ○ △ ○ ○ ○ ○ ○ ○ ○

Decision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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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재료에 대한 제체부 재료 적합성 평가 결과 물왕 저수지 준설토

는 투수계수와 유기물 함량 부분에서 적합하다 판단되나 시료의 특성이

점토질 실트이기 때문에 사질토를 이상적인 재료로 규정하고 있는 제체

부에서는 다른 특성 분석을 통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

다. bottom ash는 유기물 함량 부분에서 적합하고 흙의 분류상 부분적으

로 만족시키나 투수계수 측면에서 모두 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설토와 bottom ash 단일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혼합재료

의 젳체 성토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혼합재료는 질량대비

비율을 활용 하였으며 bottom ash와 준설토의 혼합 비율은 7:3, 6:4, 5:5,

4:6, 3:7를 적용하였다. 각각의 혼합 비율에 대한 제체 성토부 재료 적합

성 평가 결과는 Table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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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Assessment for the suitability of the embankment material (mixing soil)

Classification Standard
Mixing ratio (DS:BA)

3:7 4:6 5:5 6:4 7:3

 ≤1×10-6 ㎝/s ○ ○ ○ ○ ○

USCS GM, GC, SM, SC △ △ ○ ○ ○

Content of Organic <2∼4% ○ ○ ○ ○ ○

Decision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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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비별 제체 재료 적합성 분석 결과, 모든 혼합 재료에서 흙의 분

류상 다소 미흡하나 전체적인 판단 결과 제체 성토부 재료로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래의 성질을 가진 bottom ash의 비율이 높을수

록 투수계수가 커지게 된다. 제체에 적합한 투수계수 기준인 1×10-6 ㎝/s

는 모두 부합하고 있으나 bottom ash 비율이 70%인 시료의 경우 투수

계수가 1.86×10-6 으로 기준치에 근사하고 있어 안정적인 투수계수를 반

영하기 위해서는 그 이하의 비율 혼합이 적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bottom ash의 비율이 60% 이상일 경우에는 통일분류법상으로 SP로 사

질토에 속하지만 기준에서 권장하고 있는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50%이하 일 때,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였

을 때 본 연구에서 고려한 혼합비에서 제체 성토제로 사용이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bottom ash 혼합 비율이 50% 이하일 때 재료 기준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공 현장의 조건과 추구하는 구

조물의 성능에 따라 혼합비의 조절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4.3.2 중심 코어 재료 적합성 평가

제체 중심 코어 재료의 설계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기준과

실제 댐 설계에서 사용되었던 기준을 사용하였다. 국토 교통부에서는 중

심 코어 재료의 기준으로 입도, 통일 분류 및 소성 지수를 고려하고 있

다.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심 코어 재료에 대한 기준이 불명

확하고 정성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실제 댐이 설계

된 기준을 추가하였다. 국내 필댐 중 소양강, 안동 등 대형 댐의 경우에

는 시공과정에서 재료의 최대입경, #200체 통과량, 투수계수 등을 고려한

다. 중심 코어 재료 활용성 분석에서는 점토 및 실트의 성질을 가진 준

설토에 한정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각 재료에 대한 중심 코어

재료 적합성 평가 결과는 Table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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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 Assessment for the suitability of the core material

Classification Standard
Dredged Soil

MW AS JC

 ≤5×10-6 ㎝/s ○ ○ -

Passing 0.074㎜ ≥20% ○ ○ ○

USCS GC, SC, CL, SM, CH, ML ○ ○ ○

PI1) ≥15 △ △ △

Decision - ○ ○ ○

1) Plastic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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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실제 공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

료를 통하여 3개 지역에서 채취한 준설토에 대한 코어 재료 적합성 판정

결과, 모든 저수지에 코어제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개 준설

토 모두 소성 지수가 기준에서 다소 벗어나는 값을 가지고 있으나 기준

에 근사하여 다른 조건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코어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4.3.3 필터 재료 적합성 평가

저수지 제체 필터 재료의 설계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에서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적용 재료 검토 기준으로 파이핑 방지, 투

수성, 세립분 함량, 보호하는 재료와의 투수성 비교를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래의 특성을 가진 bottom ash에 대한 적합성을 분석하

였으며 코어 재료를 준설토를 사용한다 가정하여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

부를 판단하였다. 각각의 bottom ash에 각각의 준설토를 적용하였을 때

의 적합성 판정 결과는 Table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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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 Assessment for the suitability of the filter material

Classification Standard
YH DH BY SCP SC

MW AS JC MW AS JC MW AS JC MW AS JC MW AS JC

Prevent of piping (Filter)/(Core)≥4∼5 ○ ○ ○ ○ ○ ○ ○ ○ ○ ○ ○ ○ ○ ○ ○

Permeability (Filter)/(Core)<4∼5 ○ △ ○ ○ ○ ○ ○ ○ ○ ○ △ ○ ○ × ○

Passing 0.074㎜ ≤5% △ △ △ ○ ○

Comparison of permeability  /=10∼100 ○ ○ - ○ ○ - ○ ○ - ○ ○ - ○ ○ -

Decision - ○ △ ○ ○ ○ ○ ○ ○ ○ ○ △ ○ ○ × ○

Classification Standard
YD TA HD HN

MW AS JC MW AS JC MW AS JC MW AS JC

Prevent of piping (Filter)/(Core)≥4∼5 ○ ○ ○ ○ ○ ○ ○ ○ ○ ○ ○ ○

Permeability (Filter)/(Core)<4∼5 ○ ○ ○ ○ △ ○ ○ × ○ ○ △ ○

Passing 0.074㎜ ≤5% × △ ○ ○

Comparison of permeability  /=10∼100 ○ ○ - ○ ○ - ○ ○ - ○ ○ -

Decision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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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저수지의 준설토를 기반으로 bottom ash의 저수지 제체 필터 재

료 적합성 평가 결과, 영동 화력 발전소의 bottom ash를 제외하고는 대

부분의 경우에서 필터재료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동 화력 발전소

bottom ash의 경우 #200 체 통과량이 다른 bottom ash에 비하여 매우

높기 때문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몇몇의 경우에서 적용하는

준설토에 따라 준설토별 입경 차이로 인하여 필터의 기본 조건인 투수성

과 파이핑 안정성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타났다. 따라서 전국에서 발생하

는 bottom ash를 대상 저수지에 필터재료 적용할 경우 조달 가능한

bottom ash와 사용되는 코어 재료재의 분석을 통하여 사용하여 할 것이

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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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통계 자료를 이용한 재료 적합성 평가

4.4.1 제체 재료 통계 분석

농업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체 재료 설계 기

준은 주로 정성적으로 표현되어 재료 선정에 있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존재하는 70여개의

농업용 저수지 정밀진단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성토재와 점토재의 기

본 물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기본 물성으로는 입도, 액소성 한계, 비중,

투수계수 점착력, 내부 마찰각, 통일분류 등을 선정하였으며 모든 자료의

평균값과 최대 최소값을 산정하였다. Table 4.8은 제체 성토 재료의 기

초 물성에 대한 통계 결과이며 Table 4.9는 제체 코아 재료의 기초 물성

에 대한 정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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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Basic statistics for physical properties of embankment materials

Class
Particle size (%) (%)

Gs
w

(%)



(㎏f/㎤)



(㎝/s)



(㎏f/㎠)



(°)
USCS

Clay Silt Sand Gravel LL PL PI

Max 48.8 78.4 70.7 34.5 73.0 23.6 54.9 2.71 34.9 2.12 2.32E-03 0.85 38.0

SM, ML

CL, SC

CL-ML

Min 3.0 6.0 0.8 0.0 24.8 10.7 4.5 2.61 7.7 1.59 5.00E-08 0.00 2.0

Mean 18.3 31.6 41.8 9.9 33.3 18.4 15.0 2.67 19.1 1.92 1.12E-04 0.30 21.4

 10.6 15.5 17.4 10.0 8.7 3.2 9.1 0.02 6.6 0.11 3.61E-04 0.21 8.9

Remarks NP NP NP UU test UU test

Table 4.9 Basic statistics for physical properties of core materials

Class
Particle size (%) (%)

Gs
w

(%)



(㎏f/㎤)



(㎝/s)



(㎏f/㎠)



(°)
USCS

Clay Silt Sand Gravel LL PL PI

Max 35.0 76.6 61.7 50.7 61.6 26.5 35.1 2.72 30.2 2.18 9.32E-04 0.98 34.5
CL, SC

CH, SM

SM-SC

GM

Min 8.6 10.9 2.7 0.0 19.3 12.4 3.7 2.59 10.3 1.66 3.00E-09 0.05 7.0

Mean 25.0 39.6 30.9 5.9 33.2 18.5 16.0 2.67 21.6 1.96 3.69E-05 0.36 18.6

 6.5 13.4 12.4 9.8 6.9 3.2 6.2 0.02 4.7 0.11 1.59E-04 0.19 6.8

Remarks NP NP NP UU test U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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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제체 재료 적합성 평가

국내 농업용 저수지 재료 기초 물성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수지 준

설토와 bottom ash의 혼합 재료의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준설토와

bottom ash는 물왕 저수지 준설토와 영흥 화력 발전소 bottom ash를 사

용하였다. 재료 선정 기준은 조사 자료의 최대 최소값을 기준으로 선정

하였으며 기존 저수지 재체 재료의 범위 안에 존재하는 재료를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각 물성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기반으로 평가한 각 재료의

성토재 적합성 평가 결과는 Table 4.10과 같다. 또한 Table 4.11은 각 저

수지 준설토의 코아 재료 적합성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4.10 Assessment for the suitability of the embankment material

using basic statistics

Division
Mixing ratio (DS:BA)

10:0 7:3 6:4 5:5 4:6 3:7 0:10

Particle size ○ ○ ○ ○ ○ ○ ○

LL ○ ○ ○ ○ ○ ○ ○

PL ○ △ △ ○ ○ ○ ○

PI ○ △ △ ○ ○ ○ ○

G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SCS ○ ○ ○ ○ △ △ △

Decision ○ ○ ○ ○ △ △ ×



- 75 -

Table 4.11 Assessment for the suitability of the core material using

basic statistics

Division
Dredged soil

MW AS JC

Particle size ○ ○ ○

LL ○ ○ ○

PL ○ ○ ○

PI ○ ○ ○

Gs ○ ○ ○

 ○ ○ ○

 ○ ○ -

 ○ ○ ○

 ○ ○ ○

USCS △ △ ○

Decision ○ ○ ○

기존 제체 재료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물왕 저수지 준설토와 영흥 화

력 발전소 bottom ash에 대한 제체 성토재와 코아 재료의 적합성 평가

결과 물왕 저수지 준설토는 제체 성토재의 통계자료 범주 안에 포함되며

영흥 화력 발전소 bottom ash는 투수성으로 인하여 제체 재료로 부적합

하다 판단된다. 준설토와 bottom ash 혼합토의 제체 재료로서의 적합성

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 토사에 비하여 비중이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ottom ash 60% 이상의 혼합비에서는 토성이 다

소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과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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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Bottom ash와 준설토 활용 제체 안전성 분석

4.5.1 제체 안정성 해석 조건

Bottom ash와 준설토 활용시 제체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면

안정 해석을 실시하였다. 제체 안정성 해석을 위하여 제체는 준설토와

bottom ash를 혼합한 재료를 가정하였으며 사전에 실시한 재료 적합성

판정 결과를 반영하여 bottom ash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5:5 혼합비

를 가정하였다. 또한 중심 코아는 물왕 저수지 준설토를 활용한다 가정

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토질 정수는 Table 4.12와 같다.

해석을 위한 제체는 중심 코어형 제체로 설계하였다. 제체 단면 형상

변화에 따른 안전율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면 형상을 단순사면으

로 설계하였으며 높이, 댐마루 폭, 상류사면, 하류사면을 변화시켜 설계

하였다. 댐마루 폭은 단면의 확대만을 고려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에서 제공하는 설계 기준에 따라 제체 높이의 30%로 설계하였으며 만수

위 조건은 제체 높이의 80%로 고정하였다. 극한 조건의 범위를 분석하

기 위하여 상하류 사면의 경사도 n 값은 1.0∼3.0 범위에서 변화시킨 값

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해석 조건은 Table 4.13과 같다.



- 77 -

Table 4.12 Physical properties of soils for the stability analysis

Physical properties Embankment Core

 (kN/㎥) 15.94 19.73

 (㎪) 47.14 19.25

 (°) 27.63 27.53

 (㎝/sec) 1.41E-07 1.00E-07

Table 4.13 The analysis conditions

Parameter Condition Remarks

Height (m) 10, 20, 30, 40, 50, 60 -

Crest width of

embankments

30% of the height of

embankments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02

Water level
80% of the height of

embankments

Full level and

Sudden down

The base width of cores
30% of the height of

embankments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02

The height of cores H-1.0m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02

Slope (n:1)
Upstream 1.0, 2.0, 3.0 -

Downstream 1.0, 2.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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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제체 형상에 따른 제체 안전율 변화 분석

제체 단면 형상이 사면 안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

하류 사면 경사도를 변화시켜 사면 안전율을 분석하였으며 상하류 사면

의 경사도가 반대측 사면 안전율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먼

저 상류 경사도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경사도는 n 값을 일반적 설계

경사도인 1.0∼3.0을 적용하였다. 수위 조건은 만수위와 수위급강하시를

고려하였다. 각 수위 조건에서 높이 및 상류 사면 경사도 변화에 따른

상하류 사면 안전율 분석 결과는 Table 4.14와 같다.

Table 4.14 The safety factor of each slope

Water

level

Height

(m)

Gradient of slope (n) Safety factor

Up Down Up Down

Full level 10 1.0 1.0 3.990 2.199

Full level 10 1.0 2.0 3.897 3.007

Full level 10 1.0 3.0 3.880 4.297

Full level 10 2.0 1.0 5.820 2.483

Full level 10 2.0 2.0 5.778 3.281

Full level 10 2.0 3.0 5.759 4.396

Full level 10 3.0 1.0 7.539 2.122

Full level 10 3.0 2.0 7.459 2.997

Full level 10 3.0 3.0 7.417 3.970

Full level 20 1.0 1.0 2.814 1.918

Full level 20 1.0 2.0 2.764 2.864

Full level 20 1.0 3.0 2.739 3.532

Full level 20 2.0 1.0 4.082 1.512

Full level 20 2.0 2.0 4.034 2.111

Full level 20 2.0 3.0 4.009 3.612

Full level 20 3.0 1.0 5.568 1.658

Full level 20 3.0 2.0 5.262 2.341

Full level 20 3.0 3.0 5.651 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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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4 The safety factor of each slope (continued)

Water

level

Height

(m)

Gradient of slope (n) Safety factor

Up Down Up Down

Full level 30 1.0 1.0 2.181 1.455

Full level 30 1.0 2.0 2.131 2.379

Full level 30 1.0 3.0 2.107 2.681

Full level 30 2.0 1.0 3.480 1.392

Full level 30 2.0 2.0 3.428 2.000

Full level 30 2.0 3.0 3.401 2.889

Full level 30 3.0 1.0 4.371 1.415

Full level 30 3.0 2.0 4.319 2.300

Full level 30 3.0 3.0 4.293 2.598

Full level 40 1.0 1.0 1.748 1.144

Full level 40 1.0 2.0 1.699 1.570

Full level 40 1.0 3.0 1.676 2.363

Full level 40 2.0 1.0 2.927 1.095

Full level 40 2.0 2.0 2.872 1.876

Full level 40 2.0 3.0 2.869 2.370

Full level 40 3.0 1.0 3.672 1.054

Full level 40 3.0 2.0 3.613 1.615

Full level 40 3.0 3.0 3.582 2.547

Full level 50 1.0 1.0 1.521 0.966

Full level 50 1.0 2.0 1.470 1.362

Full level 50 1.0 3.0 1.447 1.795

Full level 50 2.0 1.0 2.800 0.905

Full level 50 2.0 2.0 2.443 1.474

Full level 50 2.0 3.0 2.414 2.007

Full level 50 3.0 1.0 3.313 1.026

Full level 50 3.0 2.0 3.255 1.480

Full level 50 3.0 3.0 3.224 2.462

Full level 60 1.0 1.0 1.435 0.791

Full level 60 1.0 2.0 1.387 1.184

Full level 60 1.0 3.0 1.363 1.915

Full level 60 2.0 1.0 2.305 0.791

Full level 60 2.0 2.0 2.248 1.187

Full level 60 2.0 3.0 2.218 1.919

Full level 60 3.0 1.0 3.016 0.855

Full level 60 3.0 2.0 2.956 1.225

Full level 60 3.0 3.0 2.925 1.921



- 80 -

Table 4.14 The safety factor of each slope (continued)

Water

level

Height

(m)

Gradient of slope (n) Safety factor

Up Down Up Down

Sudden down 10 1.0 1.0 2.874 2.550

Sudden down 10 1.0 2.0 2.595 3.959

Sudden down 10 1.0 3.0 2.595 5.104

Sudden down 10 2.0 1.0 4.013 2.946

Sudden down 10 2.0 2.0 4.029 4.135

Sudden down 10 2.0 3.0 4.064 5.565

Sudden down 10 3.0 1.0 6.021 2.479

Sudden down 10 3.0 2.0 6.031 3.722

Sudden down 10 3.0 3.0 5.956 4.802

Sudden down 20 1.0 1.0 2.079 1.865

Sudden down 20 1.0 2.0 2.089 3.198

Sudden down 20 1.0 3.0 2.094 3.974

Sudden down 20 2.0 1.0 3.184 2.046

Sudden down 20 2.0 2.0 3.188 3.013

Sudden down 20 2.0 3.0 3.192 4.195

Sudden down 20 3.0 1.0 4.887 1.883

Sudden down 20 3.0 2.0 4.870 2.926

Sudden down 20 3.0 3.0 4.873 4.649

Sudden down 30 1.0 1.0 1.601 1.746

Sudden down 30 1.0 2.0 1.601 2.503

Sudden down 30 1.0 3.0 1.605 3.829

Sudden down 30 2.0 1.0 2.654 1.686

Sudden down 30 2.0 2.0 2.654 2.54

Sudden down 30 2.0 3.0 2.654 3.639

Sudden down 30 3.0 1.0 4.164 1.489

Sudden down 30 3.0 2.0 4.173 2.737

Sudden down 30 3.0 3.0 4.174 4.045

Sudden down 40 1.0 1.0 1.382 1.503

Sudden down 40 1.0 2.0 1.391 2.339

Sudden down 40 1.0 3.0 1.396 3.186

Sudden down 40 2.0 1.0 2.365 1.57

Sudden down 40 2.0 2.0 2.374 2.356

Sudden down 40 2.0 3.0 2.379 3.367

Sudden down 40 3.0 1.0 3.955 1.324

Sudden down 40 3.0 2.0 3.955 2.228

Sudden down 40 3.0 3.0 3.955 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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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4 The safety factor of each slope (continued)

Water

level

Height

(m)

Gradient of slope (n) Safety factor

Up Down Up Down

Sudden down 50 1.0 1.0 1.256 1.365

Sudden down 50 1.0 2.0 1.260 2.035

Sudden down 50 1.0 3.0 1.262 3.150

Sudden down 50 2.0 1.0 2.097 1.279

Sudden down 50 2.0 2.0 2.101 2.030

Sudden down 50 2.0 3.0 2.104 2.825

Sudden down 50 3.0 1.0 3.549 1.283

Sudden down 50 3.0 2.0 3.549 2.132

Sudden down 50 3.0 3.0 3.549 3.150

Sudden down 60 1.0 1.0 1.123 1.229

Sudden down 60 1.0 2.0 1.126 1.915

Sudden down 60 1.0 3.0 1.127 2.928

Sudden down 60 2.0 1.0 1.875 1.181

Sudden down 60 2.0 2.0 1.881 1.826

Sudden down 60 2.0 3.0 1.884 2.757

Sudden down 60 3.0 1.0 3.297 1.184

Sudden down 60 3.0 2.0 3.297 1.862

Sudden down 60 3.0 3.0 3.297 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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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위시와 수위 급강하시 상하류 사면 안전율을 분석한 결과 본 연

구에서 고려한 대부분의 경우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체

높이 40 m이상에서는 하류사면의 경사도가 1.0일 경우 하류사면 안전율

이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였으며 수위 급강하시 50 m이상의 제체에서 상

류사면 경사도 1.0일 경우 상류 사면의 안전율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준설토와 bottom ash를 제체 재료로 활용할 경우, 일

정 규모 이상의 제체에서는 사면 경사도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

다.

4.5.2.1 높이

높이에 따른 안전율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체 높이에 따른 상하

류 사면 안전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사면 경사도별 사면 안전율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반대편 사면의 경사도는 2.0으로 고정하였다. 상

하류 사면의 각각의 사면 경사도에서 제체 높이에 따른 안전율 변화는

Fig. 4.1과 같다. 각 경우에 따른 안전율 표기에는 기준 안전율을 점선으

로 함께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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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위시와 수위 급강하시 상하류 사면 안전율 모두 제체의 높이가 커

짐에 따라 안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대부

분의 경우에서 기준 안전율을 만족시켰으나 만수위시 하류사면의 경우

40m이상 규모의 제체에서 경사도가 1.0일 경우 기준 안전율보다 낮게 나

타났으며 수위 급강하시 상류사면의 경사도가 1.0일 경우 50∼60m에서 기

준 안전율 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활용 재료 활용시 일

정 규모 이상에서는 경사도 조절을 통하여 안전율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각 경우에 대한 정확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의 수위에서

사면 경사도 별로 제체 규모 상승에 따른 안전율 회귀식을 산출하였다. 각

경우에 따른 회귀식 산출 결과는 Table 4.15와 같다.

Table 4.15 Regressive equations between the height of embankments

and the safety factor of each slope

Water

level

The gradient of slope

(1:n)

  · 

a b R2

Full water

level

Up

stream

1.0 16.043 -0.602 0.9928

2.0 19.696 -0.527 0.9946

3.0 24.796 -0.519 0.9991

Down

stream

1.0 10.248 0.615 0.9793

2.0 10.411 -0.502 0.9258

3.0 14.539 -0.491 0.9688

Sudden

draw

down

Up

stream

1.0 8.098 -0.476 0.9853

2.0 10.920 -0.420 0.9900

3.0 13.047 -0.332 0.9939

Down

stream

1.0 9.990 -0.501 0.9898

2.0 11.449 -0.442 0.9925

3.0 13.866 -0.396 0.9885

 : the safety factor of slope
 : the height of embank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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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와 안전율은 지수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사면 경사도 n 값이 커짐에

따라 지수가 작아지고 계수는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사

도 n 값이 커지면 안전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x 축을 로그 변환시 y절편이

커지는 것을 나타나며 사면 경사도가 커질수록 지수가 작아지므로 높이

상승에 따른 영향이 작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4.5.2.2 상류 사면

제체 단면 형상이 사면 안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

면 경사도를 변화시켜 사면 안전율을 분석하였다. 수위는 만수위와 수위

급강하시를 가정하였다. 상류 경사도는 1.0∼3.0으로 변화시켜 이에 따른

상류 사면 안전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수위 조건에서 상류 사면 경

사도 변화에 따른 상류 사면 안전율 변화는 Fig. 4.3과 같다. 또한 설계

기준 안전율은 점선으로 함께 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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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체 상류 사면의 경사도 n값이 증가함에 따라 상류사면의 안전율이

선형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류 사면 경사도 변화에 따른

하류사면 안전율은 평행하게 나타났다. 이는 상류사면의 경사도는 상류

사면 안전율에만 영향을 미치며 하류사면의 안전율에는 크게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준 안전율 적합 여부를 함께 분석한 결

과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경사도 1.0을 적용할 경우 일부 제체 규

모 이상에서 부합한 걸로 나타났다. 따라서 낮은 경사도를 적용 할 경우

수위 급강하시 상류사면 안전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사면 경사도가 안전율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의 제체 높이별로 상류 사면 경사도와 상류 사면 안전율의 회귀식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회귀식의 매개변수는 Table 4.16과 같다.

Table 4.16 Regressive equations between the gradient of upstream and

the safety factor of upstream slope

Water level Height
 ·  

  R2

Full water

level

10m 1.781 2.149 0.9990

20m 1.249 1.522 0.9999

30m 1.094 1.105 0.9887

40m 0.957 0.814 0.9833

50m 0.893 0.604 0.9973

60m 0.785 0.628 0.9968

Sudden draw

down

10m 1.718 0.782 0.9910

20m 1.391 0.601 0.9856

30m 1.286 0.237 0.9892

40m 1.282 0.009 0.9822

50m 1.145 0.014 0.9771

60m 1.086 -0.070 0.9700

 : the safety factor of upstream slope

 : the gradient of upstream slope



- 89 -

회귀식 산출 결과, 상류 사면 경사도와 안전율은 높은 선형 상관관계

가 형성되었으며 제체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기울기가 줄어들고 y 절편

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제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안전

율이 경사도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4.5.2.3 하류사면

준설토와 bottom ash가 적용된 제체에 제체 단면 형상이 사면 안전

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하류 사면 또한 경사도에 따른 안

전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하류 사면의 경사도는 상류 사면과 동일한 조

건인 n=1.0∼3.0으로 변화시켜 이에 따른 안전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수위 조건에서 하류 사면 경사도 변화에 따른 하류 사면 안전율 변화와

기준 안전율을 Fig. 4.4에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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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체 하류 사면의 경사도 n값이 증가함에 따른 하류 사면 안전율 변

화는 상류 사면 경사도 적용 시와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하류 사면 경

사도 n값과 하류 사면 안전율은 선형 상관관계가 형성되었다. 또한 하류

사면의 경사도가 1.0 일 때, 만수위시 하류사면의 안전율이 기준에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하류 사면 경사도와 하류 사면 안전율과의 정확한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회귀식을 산출하였으며 각 수위조건과 높이로 구분하였다 (Table

4.17).

Table 4.17 Regressive equations between the gradient of upstream and

the safety factor of upstream slope

Water level Height
 ·  

  R2

Full water

level

10m 0.957 1.494 0.9909

20m 1.050 0.312 0.9421

30m 0.749 0.597 0.9884

40m 0.638 0.505 0.9834

50m 0.551 0.360 0.9996

60m 0.564 0.171 0.9713

Sudden draw

down

10m 1.310 1.596 0.9972

20m 1.075 0.936 0.9967

30m 0.977 0.669 0.9948

40m 0.899 0.634 0.9948

50m 0.773 0.499 0.9997

60m 0.788 0.345 0.9891

 : the safety factor of downstream slope

 : the gradient of downstream slope

하류 사면 경사도와 하류 사면 안전율 관계식 또한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기울기가 줄어들고 y 절편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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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체 규모에서 하류 사면 경사도 변화에 따른 안전율 변화의 기울기가

상류 사면의 경우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류 사면의 안

전율은 상류 사면에 비하여 사면 경사도의 영향을 작게 받는 것으로 판

단된다.

4.5.3 제체 안정성 민감도 분석

제체의 사면 안전율은 제체를 이루고 있는 성토재와 점토재의 토질

정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제체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토질 정

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체

성토재와 점토재의 토질 정수에 의한 영향만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체의

상하류 사면 경사도 n값은 2.0으로 고정하였다. 사면 안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성토재와 점토재의 단위중량, 마찰각, 점착력을 선정하

였다. 토질 정수에 대한 민감도는 분석에 적용된 토질정수를 기준으로

증감을 백분율로 표기하여 크기 변화 비율에 따른 안전율의 변화를 분석

하였다. 제체 재료 토질 정수의 제체 높이별 각 수위 조건에 따른 상하

류 사면 안전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는 Fig 4.5∼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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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Sensitivity of soil properties and the slope gradient for the safety factor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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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Sensitivity of soil properties and the slope gradient for the safety factor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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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Sensitivity of soil properties and the slope gradient for the safety factor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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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Sensitivity of soil properties and the slope gradient for the safety factor (40m)



- 97 -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R
at

io
 o

f s
af

et
y 

fa
ct

or

Ratio of variable

Embankment_Unit weight
Embankment_Cohesion
Embankment_Friction angle
Core_Unit weight
Core_Cohesion
Core_Friction angle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R
at

io
 o

f s
af

et
y 

fa
ct

or

Ratio of variable

Embankment_Unit weight
Embankment_Cohesion
Embankment_Friction angle
Core_Unit weight
Core_Cohesion
Core_Friction angle

(a) Full level-upstream (b) Full level-downstream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R
at

io
 o

f s
af

et
y 

fa
ct

or

Ratio of variable

Embankment_Unit weight
Embankment_Cohesion
Embankment_Friction angle
Core_Unit weight
Core_Cohesion
Core_Friction angle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R
at

io
 o

f s
af

et
y 

fa
ct

or

Ratio of variable

Embankment_Unit weight
Embankment_Cohesion
Embankment_Friction angle
Core_Unit weight
Core_Cohesion
Core_Friction angle

(c) Sudden draw down-upstream (d) Sudden draw down-downstream

Fig 4.9 Sensitivity of soil properties and the slope gradient for the safety factor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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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Sensitivity of soil properties and the slope gradient for the safety factor (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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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재와 점토재의 토질 정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상하류 사면

안전율은 점토재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성토재의 토질 정수에 따라 안전

율이 급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토재의 단위 중량이 상하류 사

면 안전율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으며 제체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단위

중량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고 성토재의 내부 마찰각에 대한 영향이 증가

하였다. 따라서 준설토와 bottom ash를 제체에 활용시 40m 미만의 제체

에서는 단위중량에 대한 고려가 가장 중요하며 40m 이상의 제체에서는

혼합비 등의 조절을 통하여 내부 마찰각 증진이 제체 안전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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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소결

저수지 준설토와 bottom ash의 제체 재료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으로 재료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재료는 성토재, 코아 재료, 필터 재료로의 사

용을 가정하였으며 재료는 준설토, bottom ash, 혼합토를 고려하였다. 기

존 기준을 통하여 재료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일부 준설토와 bottom

ash 혼합토 는 제체 성토재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

부 혼합비에서는 다른 조건을 통하여 종합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

된다. 도한 준설토는 제체 코어 재료로 활용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아 재료를 저수지 준설토로 가정하였을 때 일반적일 bottom ash는 필

터 재료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제체 재료 기준은 정성적으로 표현되어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

판단되어 기존 제체에서 사용된 재료의 기본 물성을 분석하여 준설토와

bottom ash에 대한 제체 재료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물왕

저수지 준설토와 영흥 화력 발전소 bottom ash로 적합성 판단 결과, 준

설토는 코아 재료의 기본 물성은 일반적인 코아 재료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합 재료의 기본 물성은 성토재의 조건을 만족하였

다. 준설토 자체 재료가 성토재의 재료로 적합하기 때문에 bottom ash의

혼합율이 늘어날수록 재료 특성이 불량해지므로 재료 특성상 안정적 범

위 안에서 bottom ash를 최대한 혼합한 수 있는 준설토와 bottom ash

5:5 혼합토가 제체 성토재로 적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준설토와 bottom ash를 제체에 활용 하였을 때의 공학적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체의 단면을 설계하여 제체 높이, 사면 경사도에 따

른 상하류 사면 안전율을 평가하였다. 사면 안전율 평가 결과 제체 상하

류 사면 경사도가 1.0일 경우 불안정 하나 그 이상의 기울기에서는 60m

까지 모두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료 품질 관리를 위하여 안전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체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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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질 정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 성토

재의 토질 정수가 중요하며 안전율 관리를 위하여 혼합 재료 성토재 활

용시 단위 중량과 내부 마찰각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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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Bottom ash와 저수지 준설토의 제체 활용

효과 분석

5.1 대상 저수지 및 재료 선정

5.1.1 대상 저수지 선정

재활용 재료 적용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하여 대상 저수지를 선정하

였다. 대상지는 제체 시공과정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공사 내역서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둑높이기 사업을 시행된 저수지 중 시공과 관련된

데이터를 획득하기 용이한 곳을 선정하였다. 우선 제체 전과정 중 제체

시공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존 제체 후면

에 신설 제체를 건설하는 이설 쌓기를 실시한 제체를 선정하였다. 또한

제체 둑높이기 방법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특성을 분석과 둑높이기 사

업과 유지보수 공정 간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후면 덧쌓기 1곳,

제체 덧쌓기 2곳의 대상지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였다. 각 대상지의 주요

공사 내용은 Table 5.1에 표기하였으며 저수지의 기본 재원은 Table 5.2

와 같다. Fig 5.1은 각 대상지의 제체 대표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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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Basic information and reinforcement status regarding study area

Classification Sindong Bocheong Maehwa Woongyang

Location Chungcheongnam-do Chungcheongbuk-do Gyungsangbuk-do Gyeongsangnam-do

Developments

Basin area (ha) 2,271 5,620 1,160

Irrigation area (ha) 670 859.3 314.0

Additional water

capacity (㎥)
1,516,000 1,018,000 257,040 1,011,000

Major works

Height (m) 19.5 → 25.5 35.5 → 37.75 23.8 → 28.8 47.5 → 50.7

Length (m) 149 283 → 418 154 302 → 356

Water-intake facilities
Intake tower

reinforcement

Intake tower

reinforcement

Intake tower

reinforcement

Intake tower

reinforcement

Relocating road 1 set, 2.17km 2 set, 575m - 1 set, 100m

Pumping station -
Second stage pumping

station
- -

Construction type
New establish of the

embankment

Raising the crest of

the embankment

Extension of the

backside of the

embankment

Raising the crest of

the embankment

Project cost (KWN) 14,001,000,000 18,742,000,000 10,420,784,000 24,6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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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Description of study area

Classification Sindong Bocheong Maehwa Woongyang

Capasity

Total

(10,000㎥)
1,887 - 257.04 3,291

Effective

(10,000㎥)
1,881 - 255.41 3,185

Embankment

Classification
Fill dam

(Zone type)

Fill dam

(Zone type)

Fill dam

(Zone type)

Fill dam

(Zone type)

Height (m) 25.5 37.75 28.8 50.7

Length (m) 149 418 154 356

Width (m) 6 8 7 8

Gradient
Up slope 1:2.8 1:3.0 1:2.7 1:3.5

Down slope 1:2.5 1:2.0 1:2.5 1:3.0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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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Cross-section for embankment of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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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재료의 활용

Bottom ash와 준설토의 저수지 제체에 적용하게 위하여 적합성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각 부분 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규정하였다. 제체

재료 적합성 분석 결과, bottom ash는 제체 필터재료 사용 할 수 있으며

준설토는 제체 코어 재료로 적합하다 판정되었다. 또한 제체 성토 재료

는 지지력과 다짐 시공성을 고려하여 공급이 원활한 bottom ash와 공급

에 한계가 있는 준설토의 혼합을 가정하였다. Table 5.3은 저수지 제체

각 부분의 원재료와 재활용 재료를 정리하였다.

Table 5.3 Construction materials of each component

Component Original materials Recycle materials

Embankment sandy soil
mixed soil

(BS1):DS2)=1:1)

Core clay DS

Filter sand BS

Riprap natural aggregate natural aggregate

1) Bottom ash

2) Dredged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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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저수지 제체 전과정 CO2 배출량 산정을 통한 효과 분석

5.2.1 CO2 배출 원단위 산출

5.2.1.1 건설 자재 CO2 배출 원단위 산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체 403개 분야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

를 산출하였다. 전체 403개 분야 중에서 주요 건설 자재에 대한 배출 원

단위 산정 결과는 Table 5.4와 같다. 또한 각 분야의 배출 원단위를 비

교하기 위하여 골재, 목재, 건설용 재료, 금속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건설

자재에 대한 배출 원단위를 도시하였다 (Fig. 5.2)

Table 5.4 Functional unit of CO2 emissions for the major construction

materials

Classification
Functional unit of CO2

emissions
Unit

Sand and gravel 1.092e-04

kg-CO2/₩

Rubble 2.656e-04

Other stone for construction 5.518e-04

Lumber 2.667e-05

Laminate 1.446e-05

Wood for construction 1.600e-05

Clay for construction 5.073e-04

Cement 5.996e-03

Ready-mixed concrete 9.632e-05

Asphalt 1.443e-04

Alloy iron 7.414e-04

Rebar and steel bar 1.721e-05

Section steel 3.020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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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Comparison among functional units of CO2 emissions for major

construction materials

건설자재 배출 원단위 산출 결과 시멘트의 배출 원단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용 재료 부분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값

을 나타냈다. 반면 목재부분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출

원단위를 나타냈다. 골재 부분에 해당하는 모래 및 자갈, 쇄석, 기타 건

설용 골재는 항목간 편차가 작았으며 금속분야에서는 합금이 다른 항목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5.2.1.2 건설 장비 CO2 배출 원단위 산출

표준품셈과 일위대가를 이용하여 전체 건설 장비와 규격에 대한 이산

화탄소 배출 원단위를 산출하였으며 주요 건설 장비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는 Table 5.5과 같다. 또한 각각의 건설 장비와 규격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이를 구분하여 Fig 5.3에 도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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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 Functional unit of CO2 emissions for the major construction

equipment

Classification Standard
Functional unit of

CO2 emissions
Unit

Bulldozer-caterpillar

7 ton 28.72

kg-CO2/hr

10 ton 39.88

12 ton 46.58

19 ton 79.77

32 ton 132.73

Bulldozer-tire

15 ton 79.22

28 ton 148.53

33 ton 174.94

Backhoe-caterpillar

0.12 ㎥ 10.65

0.20 ㎥ 16.64

0.40 ㎥ 33.22

0.60 ㎥ 34.23

0.70 ㎥ 38.93

0.80 ㎥ 51.34

1.00 ㎥ 65.44

1.20 ㎥ 67.78

2.00 ㎥ 110.07

Backhoe-tire

0.18 ㎥ 19.10

0.60 ㎥ 39.56

0.80 ㎥ 55.59

1.00 ㎥ 69.92

Tire roller

5-8 ton 16.58

8-15 ton 27.07

15-25 ton 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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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 Functional unit of CO2 emissions for the major construction

equipment (continued)

Classification Standard
Functional unit of

CO2 emissions
Unit

Biped-type roller

11 ton 36.68

kg-CO2/hr

12 ton 44.47

15 ton 73.03

19 ton 88.28

25 ton 88.28

30 ton 105.81

32 ton 114.25

37 ton 134.37

Crane-caterpillar

10 ton 19.14

15 ton 23.76

20 ton 28.39

25 ton 31.69

30 ton 34.66

35 ton 36.97

40 ton 37.96

50 ton 39.61

70 ton 56.77

80 ton 63.04

100 ton 78.89

150 ton 80.54

220 ton 82.52

280 ton 92.42

300 ton 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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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 산출 결과 상대적으로 단위시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불도져 가장 높았으며 같은 규격의 경우 무한궤도

보다 타이어 식이 더 높은 배출량을 나타냈다. 백호의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 또한 같은 용량일 경우 타이어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주요 장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는 장비의 용량에 비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출된 장비의 배출 원단위는 사용하는 시간에 따른 배출량으로 시공

시 작업 현장의 조건에 따른 작업량을 반영하여 작업 시간을 산정하고

작업 시간과의 곱을 통하여 총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5.2.1.3 운송 장비 CO2 배출 원단위 산출

환경부에서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 LCI 정보망

은 거리와 무게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정하였으며 국가 LCI

DB 정보망은 한 대당 30 km를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기

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각각의 정보망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출 원단위는

Table 5.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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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6 Functional unit of CO2 emissions for the transport equipment

Organization Equipment Standard
Basic unit of

CO2 emissions
Unit

National LCI

information

networks

Truck

1 ton 0.2680

kg-CO2/ton․km

1.25 ton 0.2210

2.5 ton 0.1460

3.5 ton 0.1020

3.5-5.0 ton 0.0916

5.1-8.0 ton 0.0928

8.1-15.0 ton 0.0630

15.1-18.0 ton 0.0630

18.1-23.0 ton 0.0518

23.1-25.0 ton 0.0464

National LCI

database

information

networks

Truck

1.0 ton 20.79

kg-CO2/ea/30km

2.5 ton 8.04

3.0 ton 10.95

4.5 ton 31.08

5.0 ton 9.18

8.0 ton 12.37

11.0 ton 13.74

Ready-mixed

concrete truck
- 23.57

Trailer 20 ton 24.57

본 연구에서는 사용되는 건설 자재의 무게와 운송 거리를 고려한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무게와 거리에 대한 설정이 가능한

국가 LCI 정보망에서 제공하는 원단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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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제체 생애 주기 함수 분석

제체의 보수 공사 주기를 규정하기 위하여 각 보수 공종에 대한 생애

주기 함수를 생성하였다. 생애주기 함수를 생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

공사 관리 저수지 150개 정밀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제체 덧쌓기,

그라우팅, 사석 보수 공종에 대한 보수 내역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보수

시기를 이용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보수 공종에 대한 도

수 분포는 Table 5.7과 같다.

Table 5.7 Frequency of the period of use for each repair works

Period of use Elevation Grouting Riprap

Min Max
Relative

frequency

Cumulative

frequency

Relative

frequency

Cumulative

frequency

Relative

frequency

Cumulative

frequency

0 5 0.000 1.000 0.000 1.000 0.000 1.000

5 10 0.000 1.000 0.026 1.000 0.000 1.000

10 15 0.000 1.000 0.000 0.974 0.000 1.000

15 20 0.000 1.000 0.000 0.974 0.000 1.000

20 25 0.000 1.000 0.128 0.974 0.000 1.000

25 30 0.143 1.000 0.077 0.846 0.000 1.000

30 35 0.143 0.857 0.128 0.769 0.143 1.000

35 40 0.143 0.714 0.077 0.641 0.143 0.857

40 45 0.286 0.571 0.179 0.564 0.286 0.714

45 50 0.000 0.286 0.026 0.385 0.143 0.429

50 55 0.143 0.286 0.077 0.359 0.286 0.286

55 60 0.143 0.143 0.179 0.282 0.000 0.000

60 65 0.000 0.000 0.026 0.103 0.000 0.000

65 70 0.000 0.000 0.000 0.077 0.000 0.000

70 75 0.000 0.000 0.000 0.077 0.000 0.000

75 80 0.000 0.000 0.077 0.077 0.000 0.000

80 85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85 9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90 95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95 1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00 105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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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종별 도수분포표를 이용하여 Weibull 함수 산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각의 보수 공종의 사용 연한에 따른 생존 확률을 산정하였다.

실제 측정된 값과 Weibull 함수를 통하여 산정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

종 확률은 Fig 5.4∼5.6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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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Survivor function and verification of elevation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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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Survivor function and verification of repair works of riprap

모든 공종에서 Weibull 함수를 이용하여 생성된 생존 함수와 실측 데

이터와의 오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덧쌓기 공종과 사석 재정비 공

종은 한 시점에 보수 시기가 밀집되어 나타났으며 그라우팅 공정은 다양

한 시기에서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덧쌓기와

사성 정비 공종은 주요 보수 시기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각각

의 생존확률에 따른 사용연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Weibull 함

수를 통하여 모델링 된 식을 통하여 각 보수공종에 대하여 생존확률에

대한 시기를 산정하였다. 각 보수 공종의 생존 확률에 따른 사용 연한

분석 결과는 Table 5.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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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8 Time at probability 


 (year)

Elevation Grouting Riprap

0.1 56 65 56

0.2 51 57 52

0.3 48 52 50

0.4 45 48 48

0.5 43 44 46

0.6 41 40 45

0.7 38 36 43

0.8 35 31 40

0.9 30 23 37

다양한 사용 연한에서 보수 공사가 실시되었던 그라우팅 공종은 다른

보수 공사에 비하여 생존 확률이 높을 때의 사용 연한이 낮게 나타났으

나 생존확률이 낮을 때의 사용 연한은 덧쌓기 공종과 사석 재정비 공정

에서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존 확률이 0.6인 시기를 보수시기로 결정

하였으며 덧쌓기는 41년, 그라우팅은 40년, 사석 재정비는 45년에 1번 실

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5.2.3 제체 유지보수 공법별 단위 공정당 CO2 배출량 산정

5.2.3.1 그라우팅

농업용 저수지에는 커튼 그라우팅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실시되며

흙 속의 공극이나 암반의 균열에 주입재를 넣어 지수벽을 만들 목적으로

설치한다. 커튼 그라우팅의 각각의 공정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Table 5.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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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9 CO2 emissions for each process of curtain grouting method

Classification Division Standard
CO2 emissions (kg CO2/unit)

Unit Remarks
Material Equipment Total

Grout plant

installation

Suspension 4.81E-01 0.00E+00 4.81E-01 times

Semi solution,

Mortar
4.81E-01 0.00E+00 4.81E-01 times

Liquid chemical 4.81E-01 0.00E+00 4.81E-01 times

Water pipe

 25 m/m 1.51E+00 0.00E+00 1.51E+00 100m/times

 32 m/m 1.51E+00 0.00E+00 1.51E+00 100m/times

 40 m/m 2.63E+00 0.00E+00 2.63E+00 100m/times

 50 m/m 3.92E+00 0.00E+00 3.92E+00 100m/times

Operation of

water pipe

5 hp 0.00E+00 1.32E+01 1.32E+01 day

9 hp 0.00E+00 2.64E+01 2.64E+01 day

15 hp 0.00E+00 2.64E+01 2.64E+01 day

Transporter and

assembly

Flatland 0.00E+00 0.00E+00 0.00E+00 times

Slope 0.00E+00 0.00E+00 0.00E+00 times

Boring

Soil, clay, weathered Bx SIZE 1.01E+00 4.92E+00 5.93E+00 m 11.8m/day

Sand Bx SIZE 2.31E+00 9.51E+00 1.18E+01 m 6.1m/day

Gravel Bx SIZE 1.14E+01 1.57E+01 2.71E+01 m 3.7m/day

Boulder Bx SIZE 3.03E+01 2.64E+01 5.67E+01 m 2.2m/day

Weathered rock Ax SIZE 1.26E+01 6.17E+00 1.87E+01 m 9.4m/day

Soft rock Ax SIZE 1.78E+01 8.65E+00 2.64E+01 m 6.7m/day

Rock Ax SIZE 1.78E+01 1.06E+01 2.83E+01 m 5.5m/day

Hard rock Ax SIZE 1.35E+01 9.51E+00 2.30E+01 m 6.1m/day

Super hard rock Ax SIZE 1.72E+01 1.23E+01 2.96E+01 m 4.7m/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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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9 CO2 emissions for each process of curtain grouting method (continued)

Classification Division Standard
CO2 emissions (kg CO2/unit)

Unit Remarks
Material Equipment Total

Boring

Weathered rock Bx SIZE 1.26E+01 6.83E+00 1.94E+01 m 8.5m/day

Soft rock Bx SIZE 1.78E+01 9.51E+00 2.73E+01 m 6.1m/day

Rock Bx SIZE 1.78E+01 1.16E+01 2.94E+01 m 5.0m/day

Hard rock Bx SIZE 1.40E+01 1.06E+01 2.46E+01 m 5.5m/day

Super hard rock Bx SIZE 1.40E+01 1.06E+01 2.46E+01 m 4.3m/day

Air boring

Weathered rock Caterpillar 0.00E+00 1.21E+03 1.21E+03 m 16m/hr

Soft rock Caterpillar 0.00E+00 1.00E+03 1.00E+03 m 13.2m/hr

Rock Caterpillar 0.00E+00 8.88E+02 8.88E+02 m 11.7m/hr

Hard rock Caterpillar 0.00E+00 6.68E+02 6.68E+02 m 8.8m/hr

Weathered rock Rock drill 0.00E+00 3.42E+02 3.42E+02 m 4.51m/hr

Soft rock Rock drill 0.00E+00 2.84E+02 2.84E+02 m 3.74m/hr

Rock Rock drill 0.00E+00 2.51E+02 2.51E+02 m 3.3m/hr

Hard rock Rock drill 0.00E+00 1.88E+02 1.88E+02 m 2.47m/hr

Injection

Suspension 0.00E+00 1.06E+00 1.06E+00 sack 50sack/day

Semi solution,

Mortar
0.00E+00 2.11E+01 2.11E+01 m3 2.5m3/day

Liquid chemical 0.00E+00 4.22E+01 4.22E+01 m3 1.25m3/day

Injection pipe 4.01E-02 0.00E+00 4.01E-02 times 50 times

Permeability

test
0.00E+00 5.02E+00 5.02E+00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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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9 CO2 emissions for each process of curtain grouting method (continued)

Classification Division Standard
CO2 emissions (kg CO2/unit)

Unit Remarks
Material Equipment Total

Nipple

installation

(A-type) 3.09E-02 0.00E+00 3.09E-02

(B-type) 2.14E-02 0.00E+00 2.14E-02

Weathered rock (C-type) 3.09E-02 0.00E+00 3.09E-02

Soft rock (C-type) 3.09E-02 0.00E+00 3.09E-02

Rock (C-type) 3.09E-02 0.00E+00 3.09E-02

Hard rock (C-type) 3.09E-02 0.00E+00 3.09E-02

Weathered rock (D-type) 2.14E-02 0.00E+00 2.14E-02

Soft rock (D-type) 2.14E-02 0.00E+00 2.14E-02

Rock (D-type) 2.14E-02 0.00E+00 2.14E-02

Hard rock (D-type) 2.14E-02 0.00E+00 2.14E-02

Scaffold setting 1.82E-03 0.00E+00 1.82E-03 hole

Horizontal

material
9.26E-02 0.00E+00 9.26E-02 hole

Form 1.94E-01 0.00E+00 1.94E-01 hole

Core box 4.54E+00 0.00E+00 4.54E+00 box

Dipole discovery Sideline 2D 1.40E+00 0.00E+00 1.40E+00 sideline

Cement 2.18E+01 0.00E+00 sack

Bentonite 4.84E+00 0.00E+00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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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 그라우팅 공법의 공정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 각 공정

의 특성에 따라 배출 원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천공 과정에서는 중장비

의 사용으로 인하여 다른 공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비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었으며 모두 인력으로 처리되는 조립 및 이동

공정에서는 배출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 구분에 있어 주

입 공정에서 사용되는 주입재를 별도로 산정하여 사용된 재료로 인한 배

출량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입양의 산정으로 각 주입재로 인한 배출량

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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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덧쌓기

여유고 부족, 댐마루의 균열 및 침하 등으로 인하여 실시되는 제체

덧쌓기 공정은 성토되는 흙의 양으로 공정을 산정하였다. 단위 공정당

배출량 산정에서 대상지별 운송거리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운송은 제외

하였으며 성토재는 순성토로 외부에서의 유입을 가정하여 자연 골재 생

산으로 배출량을 고려하였다. 제체 덧쌓기로 단위 규모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Table 5.10과 같다.

제체 덧쌓기의 경우 사용되는 성토재를 모두 재료로 인한 배출로 고

려하였기 때문에 단위 규모 시공에 따른 배출량에서 재료로 인한 배출량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덧쌓기의 공정이 적재, 운송, 다짐 등으로 단

순하여 장비 사용의 효율이 높아 배출량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

다.

5.2.3.3 사석 보수 보강

상․하류 사면에 설치되는 사석이 지반 침하나 풍화로 인하여 훼손

될 경우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사석 보수 보강 공정은 현장 유용 사석의

재료로 인한 배출량은 생략하며 훼손으로 인한 순 사석 유입량만을 산정

한다. 사석 보수 보강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Table 5.11과 같다.

일정 규모의 사석 보수 보강에 따른 총 배출량은 장비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사석 유용에 따른 재료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석 재정비의 경우 선

별집석, 적재, 투하의 공정이 있으며 현장 유용과 순 사석의 공정의 구분

으로 인하여 장비 사용의 증가로 장비로 인한 배출량이 높게 산출 된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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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0 CO2 emissions per an unit scale of the elevation of embankment

Classification Division Standard
CO2 emissions (kg CO2/unit)

Unit Remarks
Material Equipment Total

Elevation of

embankment
- - 5.40E+00 1.40E+00 6.80E+00 m3

Table 5.11 CO2 emissions per an unit scale of the riprap reinforcement

Classification Division Standard
CO2 emissions (kg CO2/unit)

Unit Remarks
Material Equipment Total

Riprap

reinforcement
- - 1.80E+00 6.76E+00 8.56E+00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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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제체 전과정 CO2 배출량 평가

5.2.4.1 제체 시공시 CO2 배출량 산정

전체 네 개의 대상지 중, 후면 이설쌓기를 실시한 신동지구만 제체

신설에 해당된다. 하지만 나머지 형태의 덧쌓기를 실시한 제체 또한 제

체 전 구간에 대하여 보수 보강을 실시하여 최종 결과물은 제체 신설과

같다 판단하여 모든 대상지에 대하여 제체 둑높임 사업 중 발생하는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시공에 따른 배출량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산출된 결

과를 통해 제체 둑높이기 방법별 시공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특성

을 분석하였다. 제체 둑높이기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의 종류와 작업효율

은 공사 내역서에서 분석된 각 토성 조건에 따른 장비별 작업효율을 인

용하였다.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체 시공에 필요한

성토재와 점토재를 조달하기 위한 토취장의 위치를 반영하였으며 토취장

정확한 거리가 제시되지 않은 신동 지구와 보청지구는 토취장과 저수지

의 위치를 고려하여 각각 2.0km, 5.0km를 가정하였다. 각 대상지의 골재

별 토취장 위치는 Table 5.12와 같다.

Table 5.12 Distance of sampling for each aggregate

Reservoir Division Distance (km) Remarks

Sindong
Sand 2.0 Estimated

Clay 2.0 Estimated

Bocheong
Sand 5.0 Estimated

Clay 5.0 Estimated

Maehwa
Sand 2.2

Clay 1.0

Woongyang
Sand 3.7

Clay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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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건설 자재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2009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모든 공사내역은 2009년 단가를

적용하였다. 또한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명확히 규정

되지 않은 운송 장비는 15ton 트럭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신동 지구의 물량표에서는 기본적인 성토의 양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설계도면상에는 존재하지만 물량표에서 생략된 모래 필터층과 점토 코어

층의 물량은 표면적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추정에는 정확한 설계도면과

물량이 명시되어 있는 보청 지구의 사업자료를 참고하였다. 추정을 검정

하기 위하여 신동 저수지 성토량과 면적 비율로 산출한 값과 비교하였으

며 두 값과의 차이가 근소하여 추정량의 사용이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산정된 각 대상지의 제체 둑높이기 시공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Table 5.13와 같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각 대상

지별 배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배출 원인별로 구분하여 표기하였

다. 또한 전체 배출량에서 배출 원인이 기여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

석하기 위하여 각각의 배출 원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도시하였다 (Fig

5.7).

Table 5.13 CO2 emissions for the construction process in the case used

natural materials

Reservoir Form
CO2 emissions (kg CO2)

Material Equipment Transport Total

Sindong New 895,706 549,564 127,321 1,572,591

Bocheong Raising 687,621 197,901 72,742 958,265

Maehwa Extension 544,757 455,160 28,588 1,028,505

Woongyang Raising 813,931 637,978 88,452 1,54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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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The ratio of each cause of CO2 emissions for the construction

process in the case used natural materials

네 지구 중 저수지 신설을 한 신동 지구와 둑높임을 실시한 웅양 지

구의 총 배출량이 나머지 두 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지구 간의 총 배출량 차이는 근소하였다. 매화 지구와 보청 지구는

저수지 둑높임 시공 중 상대적으로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였으며 두

지구의 총 배출량 또한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구간의 총 배출량 차이는

공사 규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신동지구는 제체를 신설하는 지구로

총 공사량이 많고 웅양 지구는 둑높임을 실시하는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원 제체의 규모가 커 전체 공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 총 배출량이 높게

산출 된 것으로 판단된다.

배출 원인별 비율 분석 결과, 모든 지구에서 재료 사용으로 인한 배

출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특히 보청 지구에서는 전체 배출량

중 71.76%를 차지하였다. 또한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은 모든 지구에서

2.78%∼8.10%로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제체를 시공하는

공정이 다른 기반 공사에 비하여 토사의 적재와 투하, 다짐 등으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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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여 자연 골재 조달로 인한 재료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Table 5.12에서 보는 보와 같이 자연 골재 채취 위치가 시공 장소와 매

우 가까운 곳에 분포해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

된다. 보청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세 지구의 배출량 분포는 유사하게 나

타났는데 보청 지구는 저수지를 신설하는 신동지에 비하여 규모가 크고

신설되는 부분의 토사 사용량이 유용성토에 비하여 순성토부가 많이 소

요되어 재료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 지구의 공정과 규모의 상이성으로 배출원인 비율이 달라지며 총 배출

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출 관리를 위하여 공정에 고려가 필요하

다.

5.2.4.2 제체 유지보수시 CO2 배출량 산정

5.2.4.2.1 덧쌓기

제체의 유지보수 공정시 실시하는 제체 덧쌓기는 성토되는 흙의 양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덧쌓기 규모 설정 방법은 덧쌓

기로 인한 성토량은 제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체의 높이,

길이, 사면 경사도를 통하여 성토량을 추정하였다. 덧쌓는 높이는 한국

농어촌 공사에서 잠재적 유지보수 공사량 산정에 사용된 본 제체의 15%

로 가정하였으며 덧쌓기로 인한 성토량 추정량은 식 (5.1)과 같다.

  

×× (5.1)

 : 제체의 길이 (m)

 : 제체의 폭 (m)

 : 제체의 높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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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체의 폭은 상․하류사면 경사도로 계산되며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 (5.2)

 : 상류사면 경사도

: 하류사면 경사도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은 각 지구의 둑높이기 시공 자료를 활용하였으

여 순성토의 운송 거리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각 대상 지구 제체의 높

이, 길이, 상하류사면 경사도를 통하여 추정한 성토량을 기반으로 산정된

배출 원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Table 5.14와 같다. 또한 배출 특성

분석을 위하여 배출 원인별 비율을 Fig 5.8에 도시하였다.

Table 5.14 CO2 emissions for the elevation process

Reservoir
CO2 emissions (kg CO2)

Material Equipment Transport Total

Sindong 29,430 7,639 1,236 38,305

Bocheong 171,478 44,507 18,005 233,990

Maehwa 38,799 10,070 1,787 50,656

Woongyang 277,960 72,144 21,597 3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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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The ratio of each cause of CO2 emissions for the elevation

process

유지보수 공종 중, 제체 덧쌓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량 분석 결과 총 배출량은 웅양 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산화탄소 배출 원인으로는 재료 사용으로 인한 배출 비율이 가장 높았

다. 총 배출량은 제체 규모에 따라 총 배출량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제체 규모가 큰 웅양 지구에서 제체 규모에 비례적으로 높은 배출

량이 산정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배출 원인별 비율 또한 네 지구에서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재료로 인한 배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제

체 덧쌓기 공정은 본 논문에서 고려한 제체 시공시와 다르게 유용 성토

량이 없고 모두 순성토부로 가정하기 때문에 제체의 주재료인 토사의 사

용으로 인하여 재료 배출이 높게 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각 지구

의 배출 원인별 비율에 근소한 차이는 토사의 운송 거리의 차리로 인하

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시공 자료상 가장 운송 거리가 먼 보청 지구의

운송으로 인한 배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체 덧쌓기 공정은 사용되는 토사의 양과 운송 거리에 가장 큰 영향



- 131 -

을 받으며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결정되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절에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

다.

5.2.4.2.2 침투누수 저감공법

제체의 침투누수 저감공법으로 주로 그라우팅 공법이 쓰인다. 또한

저수지 제체에서는 그라우팅을 차수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차수성이 뛰

어난 커튼 공법으로 주로 실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제체

의 침투누수 저감공법으로 커튼 그라우팅 공법을 선정하였다. 그라우팅

규모는 각 제체의 재원에 따라 결정되며 제체의 총 길이에 대하여 대표

단면의 50%에 해당하는 깊이를 시공한다 가정하였다. 지반 조건은 모든

지구의 제체가 중심 코어형 필댐으로 표면을 제외하고는 제체 중심부가

점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점토 지반을 가정하였다. 그라우팅의 주

재료인 시멘트와 벤토나이트의 운송은 시공 자료를 활용하여 신동 지구

는 시멘트 운송 거리 57km, 벤토나이트 운송 거리 10km 적용하였으며

웅양 지구는 두 재료 모두 20km를 적용하였다. 시공 자료가 없는 보청,

매화 지구의 경우, 일반적인 건설자재 조달 거리인 15km를 가정하여 운

송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그라우팅으로 인한 배출 원인별 배출량

은 Table 5.15에 표기하였으며 Fig 5.9는 배출 원인별 비율을 나타낸다.

Table 5.15 CO2 emissions for the grouting process

Reservoir
CO2 emissions (kg CO2)

Material Equipment Transport Total

Sindong 229,744 12,195 1,479 243,418

Bocheong 928,775 48,289 1.618 978,681

Maehwa 268,167 14,189 467 282,822

Woongyang 1,091,268 56,866 2,535 1,15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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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The ratio of each cause of CO2 emissions for the grouting

process

제체의 침투누수 저감을 위한 그라우팅 시공 중에 발생하는 이산화탄

소 배출량 분석 결과 덧쌓기 결과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제체의 규

모가 가장 큰 웅양 지구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지구에서 배출량 중 90%가 넘는 부분이 재료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라우팅의 주재료는 시멘트와 벤토나이트로

건설 자재의 원단위 산출 결과에서 나타내듯 타 건설 재료에 비하여 높

은 배출 원단위를 갖는다. 따라서 대량의 시멘트와 벤토나이트를 사용하

는 그라우팅 과정에서 천공과 주입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인한 배출

에 비하여 재료로 인한 배출량이 높게 산출 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체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체에서 사용 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결함인 침투누수에 대한 대

책공법에 관리가 중요하다. 본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체의 대표적

인 침투누수 저감 공법인 커튼 그라우팅 공법의 경우 다른 유지보수 공

정에 비하여 높은 배출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 배출 원인인 재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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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저배출 재료의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전체 배출

량 관리를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그라우팅 공법과 유사한 성

능을 가지는 침투누수 저감 공법의 개발과 고려가 필요하다.

5.2.4.2.3 사석정비

제체가 노화됨에 따라 풍화로 인하여 사석이 훼손된다. 사석의 훼손

은 제체의 안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면 안정에 영향을 주게 되므

로 사석정비를 실시한다. 사석 정비 물량은 전체 하류사면의 사석을 가

정하였으며 전체 하류사면 면적에 심도 1m를 적용하여 식 (5.3)으로 산

출한다.

 ×× (5.3)

 : 제체의 길이

 : 하류사면의 길이

하류사면 면적을 구하기 위한 하류사면의 길이는 식 (5.4)와 같다.

 × (5.4)

사석의 운송 거리는 시공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신동 지구는 30km, 웅

양 지구는 11km를 적용하였다. 시공 자료에 사석 운송 거리가 명시되지

않는 보청지구와 배화지구는 5km를 가정하여 운송에 대한 배출량을 산

정하였다. 또한 전체 물량의 70%는 기존 사석을 정비하여 사용한다 가

정하였으며 나머지 30%만은 순사석 사용량으로 산정하였다.

각각의 지구에서 사석 정비로 인한 배출 원인별 배출량 산정 결과는

Table 5.16과 같다. 또한 Fig 5.10는 각 지구의 사석정비로 인한 총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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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에서 배출 원인별 비율을 나타낸다.

Table 5.16 CO2 emissions for the riprap reinforcement process

Reservoir
CO2 emissions (kg CO2)

Material Equipment Transport Total

Sindong 18,510 55,104 12,115 85,728

Bocheong 61,829 184,064 8,007 253,900

Maehwa 21,496 63,993 2,784 88,273

Woongyang 102,738 305,851 26,250 434,83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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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

23.63%

64.28%

72.49%

72.49%

70.34%

14.13%

3.15%

3.15%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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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0 The ratio of each cause of CO2 emissions for the riprap

reinforcement process

사석 정비로 인한 배출량 산정 결과, 총 배출량은 다른 유지보수 공

법과 같이 제체 규모에 비례하여 산정되었으며 배출 원인 중 장비 사용

으로 인한 배출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른 공정에 비하여 기

존 재료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재료로 인한 배출량이 줄어들었으며 그에

비하여 기존 사석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장비로 인한 배출량이 증가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운송의 비율은 운송 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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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사석 정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공정의

변화가 필요하며 사석을 재정비 시에 장비 사용 효율 증대 방안이 필요

하다.

5.2.4.3 제체 전과정 CO2 배출량 산정

농촌공사 관리 저수지 중 150 개의 저수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수

공종별 생애주기 함수를 기반으로 보수 주기를 결정하였다. 보수 주기를

결정하기 위한 생존 확률은 0.6로 규정하였으며 생애주기 함수로부터 산

출된 각 공종별 생존 확률 0.6에 이르는 보수 주기는 Table 5.17과 같다.

Table 5.17 The period for the repair works

Classification Period (year)

Elevation 41

Grouting 40

Riprap repair 45

사용 연한을 100년으로 규정하여 각각의 보수 공종의 보수 주기를 적

용하여 대상 저수지의 제체에 대한 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을 실

시하였다. 대상체의 유지와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저수지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기는 100 kw/year로 가정하였다. 대상 저수지

의 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산

정결과는 Table 5.18와 같다. 또한 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각 단

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Fig 5.11에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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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8 Life cycle CO2 emissions for the embankment

Reservoir Process
Detail

Process

CO2 emissions

(kg CO2/times)
Times

LCCO2
(kg CO2)

Sindong

Construction - 1,572,591 1 1,572,591

Maintenance Electricity 249 100 24,854

Repair

Elevation 38,305 2

734,902Grouting 243,418 2

Riprap 85,728 2

Total - 2,332,347

Bocheong

Construction - 958,265 1 958,265

Maintenance Electricity 249 100 24,854

Repair

Elevation 233,990 2

2,933,143Grouting 978,681 2

Riprap 253,900 2

Total - 3,916,262

Maehwa

Construction - 1,028,505 1 1,028,505

Maintenance Electricity 249 100 24,854

Repair

Elevation 50,656 2

843,503Grouting 282,822 2

Riprap 88,273 2

Total - 1,896,862

Woongyang

Construction - 1,540,361 1 1,540,361

Maintenance Electricity 249 100 24,854

Repair

Elevation 371,702 2

3,914,418Grouting 1,150,669 2

Riprap 434,838 2

Total - 5,47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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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1 The ratio of each cause of the life cycle CO2 emissions

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에서는 각 대상지별로 시공시와 유지

보수 동안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냈

다. 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웅양 지구로 주로 보

수 공종에서 배출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배출량을 보인

신동과 매화 지구의 경우 시공시 더 큰 배출을 나타냈다. 특히 신동 지

구의 경우 시공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전체 배출량의 67,43%를 차지

하였다. 이는 신동 지구는 완전 제체 신설이 실시된 지역이며 이외에 나

머지 3개 지구는 저수지 완전 신설이 아닌 부분 증고만을 실시하였기 때

문에 원래 제체의 규모에 따라 유지보수 공정의 규모가 결정되어 유지보

수로 인한 배출량이 높게 산출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시

공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높게 나타난 매화 지구는 비교적 덧

쌓기 규모가 큰 후면 덧쌓기 공종이 실시되어 유지보수로 인한 배출보다

높게 산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모든 지구에서 전체 배출량에서 유지시

소요되는 전기로 인한 배출량은 매우 낮게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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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Bottom ash와 준설토 활용 제체 전과정 CO2 배출량 산정

5.2.5.1 Bottom ash와 준설토 활용 제체 시공시 CO2 배출량 산정

재활용 재료 활용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재활용 재료 적용

시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분석하였다. 재활용 재료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bottom ash와 준설토를 고려하였으며 각각의 이산화탄소 배

출 원단위를 적용하여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Bottom

ash의 배출 원단위는 기존 문헌을 참고하였으며 준설토는 현장 유용을

가정하여 재료 생산으로 인한 배출량이 없다고 가정하였다. 각각의 재활

용 재료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는 Table 5.19과 같다.

Table 5.19 The functional unit of CO2 emissions for recycle materials

Material

Functional unit of CO2
emissions

(kg CO2/ton)

Reference

Bottom ash 1.085 kg CO2/ton Chun, 2007

Dredge soil 0 -

현장 근처에서 채취하여 사용하는 일반 골재와는 다르게 재활용 재료

의 경우 발생 장소가 한정되어 고정된다. Bottom ash가 발생하는 화력

발전소는 전국에 10개가 존재하며 각각의 대상지에서 가장 가까운 화력

발전소의 bottom ash를 사용한다 가정하였다. 또한 준설토는 모든 저수

지에서 발생하며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 자체에서 발생하는 양을 유용하

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공사 자료를 통하여 준설토의 운송 거리를 현장

유용토량의 가장 적합한 거리인 0.5 km로 가정하였다. 각 대상지에 선정

된 화력 발전소는 서천, 보령, 영흥, 하동 발전서로 각각 대상 지구의 재

활용 재료 별 운송 거리는 Table 5.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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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0 Transport distance of recycle materials

Reservoir Division Distance (km) Remarks

Sindong
Bottom ash 113 Seocheon

Dredge soil 0.5 Assumed

Bocheong
Bottom ash 170 Boryeong

Dredge soil 0.5 Assumed

Maehwa
Bottom ash 48 Youngheung

Dredge soil 0.5 Assumed

Woongyang
Bottom ash 140 Hadong

Dredge soil 0.5 Assumed

재활용 재료의 배출 원단위와 운송 거리를 적용하여 각 대상지에서

제체의 시공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시공 규모와

공사 효율은 일반 재료를 사용할 때와 동일하다 가정하였으며 재활용 재

료가 활용되는 제체 성토제와 필터, 점토 코아층 외에 사석층 등은 기존

재료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각 대상지별 재활용 재료를 적용한 제체의

시공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Table 5.21와 같다. 또한 배출 원

인별 비율을 Fig 5.12에 도시하였다.

Table 5.21 CO2 emissions for the construction process in the case used

recycle materials

Reservoir Form
CO2 emissions (kg CO2)

Material Equipment Transport Total

Sindong New 260,408 549,564 941,178 1,751,151

Bocheong Raising 426,882 197,901 583,991 1,208,775

Maehwa Extension 86,934 455,160 233,243 775,337

Woongyang Raising 255,882 637,978 931,151 1,8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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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2 The ratio of each cause of CO2 emissions for the construction

process in the case used recycle materials

재활용 재료를 적용한 제체의 시공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웅양 지구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였으며 매화

지구의 배출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연 골재를 활용 하였을 때,

제체 시공 시 매화지구가 보청 지구보다 다소 높은 배출량을 나타냈으나

재활용 골재 사용시 보청 지구의 배출량이 높게 나타났다. 자연 골재를

사용하였을 때와 각 지구별 배출량 순위 변동은 운송 거리로 인한 것으

로 판단된다. 자연 골재 사용할 경우, 각 지구별 자연 골재의 운송 거리

가 유사하였으나 재활용 골재의 운송 거리는 각 지구 별로 큰 차이가 있

어 그로 인한 배출량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대적으

로 운송 거리가 매우 먼 매화 지구는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이 늘어나 보

청 지구의 배출량 보다 커졌으며 웅양 지구의 운송 거리 또한 신동 지구

의 운송 거리보다 다소 멀어 가장 높은 배출량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배출 원인별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운송 거리에 따

라 전체 배출량에서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 비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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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운송 거리의 증가로 인한 배출량 증가는 배출 원단위가 작은 재활용

골재 활용시의 시공시 총 배출량이 오히려 자연 골재를 사용 하는 것 보

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대적으로 운송

거리가 짧은 보청 지구 외 3개 지구는 모두 자연 골재를 사용하는 것보

다 더 높은 배출량을 나타냈다. 따라서 재활용 재료 활용 시 시공 중 발

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운송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며 재료 활용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송 효율의 증진, 운송 거리의 단축 등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2.5.2 Bottom ash와 준설토 활용 제체 유지보수시 CO2 배출량 산정

제체 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재활용 재료 활용시

유지보수 기간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본 과정에서

는 유지보수 공정 중 재활용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덧쌓기 공정만을 고

려하였으며 그라우팅과 사석 재정비는 재연골재 활용시와 동일하다고 가

정하였다.

제체 덧쌓기의 규모는 자연 골재에서 설계한 물량을 사용하였으며 시

공시 발생 이산화탄소 상정 방법과 동일하게 장비의 작업 효율과 공정은

자연 골재 사용할 때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재료의 운송 거리는 시

공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시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재활

용 골재를 활용하였을 때 제체 덧쌓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

출량은 Table 5.22과 같다. 또한 Fig 5.13은 각 대상 지구에서 배출 원인

별 비율을 나타낸다.



- 142 -

Table 5.22 CO2 emissions for the elevation process used recycle

materials

Reservoir
CO2 emissions (kg CO2)

Material Equipment Transport Total

Sindong 5,396 7,639 35,014 48,049

Bocheong 31,438 44,507 306,988 382,932

Maehwa 7,113 10,070 19,758 36,942

Woongyang 50,959 72,144 410,060 533,164

11.23%

8.21%

19.25%

9.56%

15.90%

11.62%

27.26%

13.53%

72.87%

80.17%

53.48%

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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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3 The ratio of each cause of CO2 emissions for the elevation

process

덧쌓기 과정에서는 순성토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재활용 골재 활용에

따라 재료로 인한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고 운송 거리 증가로 인한 운송

으로 인한 배출량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총 배출량은 제체의 본래

규모에 따라 웅양 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지구에서 운송으

로 인한 배출량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운송으로 인한 배출 비율

은 화력 발전소와의 거리순서와 같이 보청, 웅양, 신동, 매화 지구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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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순성토 공정만을 포함하고 있는 덧쌓기 과정에서는 재활용

골재 활용시 운송 거리의 영향이 전체 배출량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운송으로 인한 배출 감축이 전체 공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할 것이라 판

단된다.

5.2.5.3 Bottom ash와 준설토 활용 제체 전과정 CO2 배출량 산정

앞서 실시한 시공과 유지보수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를

기반으로 재활용 재료를 활용 하였을 때 제체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제체의 전과정 범위는 자연 골재를 사용하

였을 때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분석 기간 또한 동일한 100년을 적용

하였다. 재활용 재료로 제체를 시공하였을 때의 생애 주기 함수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재료의 성능이 자연 골재와 동일하다 가정하여 보수

공종의 보수 시기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제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모되는 전력 사용량도 전과 같은 1,000 kw/year를 사용하였다. 모든

대상 지구에서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 결과는

Table 5.23와 같으며 각 과정 별 배출량을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각 과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Fig 5.14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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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3 Life cycle CO2 emissions for the embankment used recycle

materials

Reservoir Process
Detail

Process

CO2 emissions

(kg CO2/times)
Times

LCCO2
(kg CO2)

Sindong

Construction 1,751,151 1 1,751,151

Maintenance Electricity 249 100 24,854

Repair

Elevation 48,049 2

754,390Grouting 243,418 2

Riprap 85,728 2

Total - 2,530,395

Bocheong

Construction - 1,208,775 1 1,208,775

Maintenance Electricity 249 100 24,854

Repair

Elevation 382,932 2

3,231,028Grouting 978,681 2

Riprap 253,900 2

Total - 4,464,657

Maehwa

Construction - 775,337 1 775,337

Maintenance Electricity 249 100 24,854

Repair

Elevation 36,942 2

816,074Grouting 282,822 2

Riprap 88,273 2

Total - 1,616,265

Woongyang

Construction - 1,825,010 1 1,825,010

Maintenance Electricity 249 100 24,854

Repair

Elevation 533,164 2

4,237,343Grouting 1,150,669 2

Riprap 434,838 2

Total - 6,08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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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4 The CO2 emissions ratio of each process for the life cycle CO2

emissions in the case used recycle materials

제체 규모가 가장 큰 웅양 지구의 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았으며 매화 지구의 배출량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공정으

로 인한 배출량 비율의 경향 또한 자연 골재 사용시와 유사한 결과를 나

타냈다. 신동 지구에서는 제체의 신설로 인하여 시공시 많은 이산화탄소

가 발생하는 반면 웅양 지구와 보청 지구는 본 제체의 규모로 인하여 유

지보수로 인한 배출량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매화 지구에서는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났다. 자연 골재를 사용할 때, 시공중에 발생하는 이산

화탄소 배출 비율이 높았으나 재활용 골재의 활용으로 재료로 인한 배출

이 줄어들어 유지보수로 인한 배출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유지

보수 공정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라우팅과 사석 보수로 인한 배출

량은 변화가 없고 재활용 골재의 사용으로 시공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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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CO2 배출량 분석을 통한 bottom ash와 준설토의 활용 효과 분석

5.2.6.1 Bottom ash와 준설토의 활용으로 인한 CO2 배출량 변화 분석

Bottom ash와 준설토의 활용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bottom ash와 준설토의 활용에 따른 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제체의 전과정 중 각 과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체의 전과정은 시공, 유지, 보수로 구분하였으며

총 배출량 변화를 함께 분석하였다. Table 5.24는 bottom ash와 준설토

사용으로 인한 각 지구의 과정별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변화량과

원 배출량 대비 비율을 나타낸다. 또한 Fig 5.15에 bottom ash와 준설토

활용 전․후의 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도시하였다.

Table 5.24 Change of life cycle CO2 emissions of embankments caused

by using the recycle materials

Reservoir Process
Variation

Amount (kg CO2) Ratio

Sindong

Construction 178,560 11.35%

Maintenance 0 0.00%

Repair 19,488 2.65%

Total 198,048 8.49%

Bocheong

Construction 250,511 27.14%

Maintenance 0 0.00%

Repair 297,885 10.16%

Total 548,396 14.00%

Maehwa

Construction -253,169 -24.62%

Maintenance 0 0.00%

Repair -27,429 -3.25%

Total -280,597 -14.79%

Woongyang

Construction 284,649 18.48%

Maintenance 0 0.00%

Repair 322,925 8.25%

Total 607,57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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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5 Life cycle CO2 emissions in the case of natural materials and

recycle materials

Bottom ash와 준설토 활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분석

결과 4개 지구 중에서 3개 지구에서 총 배출량이 증가하였으며 매화 지

구에서만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과정별 이산화탄소 배

출량 변화는 시공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가 보수 과정에

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변화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보수 공종으로 제체 덧쌓기, 그

라우팅, 사석 재정비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덧쌓기 공정에서만 재활용 재

료가 활용되기 때문에 보수 공종에서는 bottom ash와 준설토 활용으로

인한 영항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체의 유지에 사용되는

전력량은 재활용 재료 활용과 무관하기 때문에 제체의 유지/사용 도중

발생하는 이산탄소의 배출량은 변화가 없었다.

Bottom ash와 준설토 활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의 원인

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배출 원인별 배출량 변화 분석을 실시하였

다. Table 5.25는 재활용 재료와 자연 골재를 사용하였을 때, 전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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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 원인별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으며 재활용 재

료 활용 전․후를 구분하여 배출량 변화를 살펴보았다. 배출 원인으로는

건설재료 생산 및 사용으로 인한 배출, 운송으로 인한 배출, 장비 사용으

로 인한 배출로 구분하였다. 재활용 재료와 자연 골재를 사용하였을 때,

대상 지구별로 각 배출 원인별 배출량은 Table 5.25과 같다. 또한 Fig

5.16∼Fig 5.19는 각 지구별 배출 원인 별 차지 비율 변화와 변화율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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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5 Change of the cause of CO2 emissions in the life cycle of embankments caused by using the recycle

materials

Reservoir Division
CO2 emissions (kg CO2) Variation

(kg CO2)

Variation

Ratio
Remarks

Original Recycle

Sindong

Material 1,451,074 767,708 -683,366 -47.09%

Equipment 699,438 699,438 0 0.00%

Transport 156,980 1,038,395 881,415 561.48% 113 km

Electricity 24,854 24,854 0 0.00%

Total 2,332,347 2,530,395 198,048 8.49%

Bocheong

Material 3,011,783 2,470,965 -540,818 -17.96%

Equipment 751,622 751,622 0 0.00%

Transport 128,003 1,217,217 1,089,214 850.93% 170 km

Electricity 24,854 24,854 0 0.00%

Total 3,916,262 4,464,657 548,395 14.00%

Maehwa

Material 1,201,681 680,486 -521,195 -43.37%

Equipment 631,664 631,664 0 0.00%

Transport 38,664 279,262 240,598 622.28% 48 km

Electricity 24,854 24,854 0 0.00%

Total 1,896,862 1,616,265 -280,597 -14.79%

Woongyang

Material 3,757,864 2,745,813 -1,012,051 -27.93%

Equipment 1,507,700 1,507,700 0 0.00%

Transport 189,215 1,808,840 1,619,625 855.97% 140 km

Electricity 24,854 24,854 0 0.00%

Total 5,479,633 6,087,207 607,57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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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재료 활용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재활용 재료 활

용 전․후의 배출 원인 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 결과, 재활용 재료의

활용으로 재료로 인한 배출량이 감소하는 한편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 거리 증가로 인한 배출량 증가로

인하여 대부분의 대상지에서 총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료

배출량은 웅양 지구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지만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이 8배가 넘게 증기하면서 전체 배출량이 11.09% 증가하였다. 반

면 매화 지구에서는 재료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43.37%가 감소하였

으나 운송으로 인한 배출 증가가 약 7.2배에 그쳐 전체 배출 감소 효과

가 나타났다. 사용되는 장비의 종류와 효율에 변화가 없어 장비로 인한

배출량은 변화가 없었으며 전체 배출량의 변화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

율에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재활용 재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운송 거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 효과 거리에 대한 재활

용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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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 운송 거리에 따른 CO2 배출량 저감 효과

5.2.6.2.1 CO2 배출량 분석을 통한 활용 유효 거리 산정

재활용 재료의 활용 효과는 운송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운송

거리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재활용 재료에 따른 유효 거리를

산정하였다. 재료의 양에 비례하여 배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정량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유효 거리는 골재의 총 양과는 상관없이 같은 값

을 나타낸다. 따라서 재활용 재료의 혼합 비율만을 고려하였으며 Table

5.26은 재활용 재료와 혼합 비율에 따른 유효 거리이다.

Table 5.26 The recycling effective distance of mixtures

Material Distance (km)

BA 100% 35.16

BA 50%+DS 50% 87.28

BA 50%+Sandy soil 50% 35.16

재활용 재료 혼합별 유효 거리 산정 결과 자연 골재를 bottom ash로

100% 활용한다 가정하였을 때 35.16km 이내의 거리에서 유효하다 분석

되었으며 준설토를 50% 혼합하였을 경우에는 유효 거리가 87.28 km로

증가하였다. 재활용 효과는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가 작은 재활용 재료

의 활용으로 재료 생산 및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로 나타나는데

1.07kg CO2/ton의 원단위를 갖는 bottom ash에 비하여 준설토는 현장

유용으로 배출량이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더 많은 배출량 감소로 유효

거리가 증가하였다. 본 산출에는 bottom ash와 준설토의 비율을 1:1 혼

합을 가정하였으며 배출 원단위가 낮은 준설토의 비율을 높일 경우 유효

거리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 판단된다.

반면 bottom ash에 기존 자연 골재를 혼합하였을 때에는 유효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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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사용되는 자연 골재만큼 bottom ash의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이 상쇄되어 그 효과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bottom ash의 재활용 재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골재

와의 혼합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가 작은 재료와의 혼합을 통해

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5.2.6.2.2 운송 거리에 따른 대상저수지 CO2 배출 저감 효과

bottom ash와 준설토의 재활용 효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둘의

활용 비율과 운송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bottom ash와 준설토의

활용 비율이 서로 다를 경우 재활용 유효 거리는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각 대상지 별로 재활용 유효 거리를 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료의 생

산과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과 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은 동일하다

가정하였으며 재활용 재료의 운송 거리에 따른 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산정하였다. 재활용 유효 거리는 bottom ash의 운송 거리 증가로

인하여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경우의 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자연

골재를 사용한 경우의 총 배출량을 초과하는 지점으로 선정하였다.

각 대상지별 운송 거리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 결과는 Fig.

5.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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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0. CO2 emissions according to the distance of transportation for

recycl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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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0 CO2 emissions according to the distance of transportation for

recycle materials (continued)



- 159 -

각 대상지의 재활용 유효 거리는 88.7 km 에서 100.6 km의 분포를

가졌으며 매화 지구의 유효거리가 가장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청 지

구와 매화 지구, 웅양 지구의 경우 실제 bottom ash 운송거리가 유효 거

리인 88.7 km∼90.2 km를 초과하기 때문에 총 배출량이 자연 골재를 사

용할 때보다 더 큰 배출량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보청 지구는

가장 긴 유효 거리를 가졌음에도 실제 운송 거리가 48 km에 불과해 재

활용 골재 활용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운송 거리에

따른 배출량은 운송 수단의 배출 원단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므로 운

송 효율 증가로 인하여 유효 거리가 증가할 수 있다. 최근 자동차 기술

의 발달로 인하여 연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유효 거리

가 증가할 것이라 기대된다. 유효 거리의 증가는 재활용 재료를 활용 할

수 있는 지역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재활용 효과가 높아질 것

이라 판단된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증가

하고 있어 전국에 분포하는 저수지에 인접한 곳에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운송 거리의 감소로 재활용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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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3 연비 개선을 고려한 활용 유효 거리 산정

이산화탄소 배출 원인 중에서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은 운송 장비의

효율에 따라 달라진다. 운송 장비의 효율은 연비로 표현되며 기술이 발

전함에 따라 연비가 향상되고 있다(MIT,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비 향상율을 적용하여 미래의 재활용 재료 적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자동차 연비 효율 증대 효과는 MIT (2008) 보고서에서 현재의 추세를

반영하여 2035년 연비를 예측하여 발표하였다. MIT에서 발표한 자동차

와 트럭에 대한 연비 증가량은 Table 5.27과 같다.

Table 5.27 Improvement in vehicle fuel consumption (MIT, 2008)

Time

Fuel consumption ( )

Cars Light trucks

Gasoline Diesel Gasoline Diesel

Current 8.8 7.4 13.6 10.1

2035 5.5 4.7 8.6 7.8

MIT 보고서에 따르면 디젤 자동차의 연비는 약 60.0%가 향상되었으

며 디젤 트럭은 48.5%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운송

장비를 트럭으로 간주하여 MIT 보고서의 디젤 트럭 연비 향상 효과를

적용하였다.

개선된 연비를 적용하여 각 혼합 재료에 대한 재활용 유효 거리를 산

정하였다. Table 5.28는 bottom ash와 준설토, 자연 골재 혼합에 따른

개선된 연비를 적용한 재활용 유효 거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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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8 The recycling effective distance of mixed materials applying

improved fuel efficiency

Material Distance (km) Increase (%)

BA 100% 49.79 41.63

BA 50%+DS 50% 125.02 43.25

BA 50%+Sandy soil 50% 49.79 41.63

모든 혼합 재료의 활용에서 연비 개선에 따라 재활용 유효 거리가 증

가하였다. Bottom ash와 준설토 혼합토의 경우 125.02km로 해안을 기준

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내륙 지방을 포함 할 수 있을 정도의 유효거리

가 산정되었다. 증가 비율은 bottom ash와 준설토 혼합 재료가 43.25%

로 다른 혼합 재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5.2.6.2.4 연비 개선에 따른 대상 저수지 CO2 배출 저감 효과

연비 개선에 따른 재활용 재료 활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선된

연비를 적용하여 재활용 유효 거리를 산정하였다. 본 결과에서는 재료와

장비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은 동일하다 가정하였다. 연비 개선효과를 고

려한 대상 지구의 재활용 재료 유효 거리는 Fig 5.21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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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1 CO2 emissions according to the distance of transportation

applied to increased fuel-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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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1 CO2 emissions according to the distance of transportation

applied to increased fuel-efficient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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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9 The effective distance according to the fuel efficient

Reservoir
Effective distance (km)

Increase (%) Remarks
Current 2035

Sindong 88.7 129.7 47.22 113 km

Bocheong 89.7 124.7 39.02 170 km

Maeghwa 100.6 148.2 47.32 48 km

Woongyang 90.2 130.4 44.57 140 km

연비 개선효과를 적용 했을 경우에 현재 배출 원단위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유효거리가 크게 상승 하였으며 연비 개선 비율인 48.5%와 유

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현장에서 유용하는 토사의 운송과 자연

골재를 활용할 때의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 또한 감소되기 때문에 연비

개선 효과에 비하여 다소 적게 향상되었으며 대상지의 현장 유용토의 비

율에 따라 39.0∼47.4%로 서로 다른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자동차 연비 개선 효과로 현재 연비 적용시 재활용 재료를 활용할 경

우 더 높은 배출량을 나타냈던 신동 저수지의 실제 화력 발전소의 운송

거리는 재활용 가능 거리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화력 발전서의 거리

가 매우 먼 보청 지구와 웅양 지구는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을 감축시키

는데 그쳤다.

본 연구에서 지정된 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깊은 내륙에 위치한 저

수지가 선정되어 총 4개 지역에서 2개 지역에서 재활용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국토는 긴 반도 모양으로 해안과 내륙 지방

과의 거리가 멀지 않고 연비 개선이 될 경우, 많은 저수지에서 해안가에

건설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회 활용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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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5 Bottom ash 활용 가능 지역 분석

저수지 제체의 전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골재의 양을 재활용 재료로

활용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석탄 화력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전국에 위치하는 10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와 재활용

재료의 혼합 비율에 따라 산정된 결과를 기반으로 잠정적 bottom ash

활용 가능 지역을 선정하였다. 활용 가능 지역 선정에는 ESRI 사에서

제공하는 Arc GIS 10.0을 활용하였다. 재활용 재료 활용 지역을 선정하

기 위하여 먼저 현재 국내에서 운용중인 화력 발전소 위치를 조사하였으

며 Fig 5.22은 현재 국내 존재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위치를 나타낸다.

또한 재활용 유효 거리에 따른 재활용 재료 활용 가능 저수지를 분석하

기 위하여 전국에 분포하는 농업용 조시지의 위치를 조하였다 (Fig

5.23).

Fig 5.22 The location of coal-fired electrical power pla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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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3 The location of agricultural reservoirs in Korea

우리나라 석탄 화력 발전소는 서해안에 5곳, 남해안에 3곳 동해안에

2곳이 위치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간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농업용 저수지는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

으며 경기도와 충청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저수지가 존재하였으며 강원도

에는 매우 적은 저수지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자료를 기반으

로 재활용 재료 활용 가능 거리를 대입하여 재활용 가능 지역과 저수지

를 산정하였다. 전국에 분포하는 모든 저수지에서 필요한 골재의 양과

점토와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 실시한 골재 비율에 따른 유

효 거리로 활용 지역을 선정하였다. 골재의 혼합은 bottom ash와 자연

골재의 혼합과 bottom ash와 준설토의 혼합을 가정하였으며 유효 거리

에 따른 대상지구의 면적과 활용 가능 저수지를 분석하였다.

재활용 가능 거리는 5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bottom ash로 100%

재활용 하였을 때와 bottom ash와 준설토를 혼합하였을 때를 가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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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bottom ash와 자연 골재를 혼합하였을 경우에는 유효 거리 증진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 결과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Bottom

ash와 준설토 혼합하였을 때는 혼합비 별로 구분하여 유효 거리를 산정

하였다. 운송에 대한 배출 원단위는 국가 LCI 정보망에서 제공하는 원단

위를 활용하였으며 연비 개선 효과는 MIT (2007)에서 발표한 2035년 예

측 연비를 적용하여 배출 원단위를 산출하였다. Bottom ash와 준설토

혼합비에 따른 배출 원단위별 유효거리 산정 결과는 Table 5.30과 같다.

Table 5.30 The effective distance according to mixing ratio

Mixing ratio
Effective distance (㎞)

Current 2035

BA:DS=10:0 35.16 49.79

BA:DS=9:1 40.95 58.15

BA:DS=8:2 48.19 68.60

BA:DS=7:3 57.50 82.04

BA:DS=6:4 69.90 99.95

BA:DS=5:5 87.28 125.02

BA:DS=4:6 113.34 162.64

BA:DS=3:7 157.77 225.33

BA:DS=2:8 243.63 350.71

BA:DS=1:9 504.23 727.85

산정된 유효 거리를 적용하여 재활용 재료의 국내 활용 가능 지역과

저수지를 도출하였다. Fig 5.24는 현재 연비와 개선된 연비에 대한 각각

의 재활용 재료 혼합비에 따른 유효 거리를 적용한 재활용 가능 지역을

나타낸다. 또한 각각의 활용 가능 지역 면적과 우리나라 전체 면적에 대

한 비율은 Table 5.3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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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DS=10:0 (b) BA:DS=9:1

(c) BA:DS=8:2 (d)BA:DS=6:4

Fig 5.24 The available area in recycling according to mixing ratio and

the fue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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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BA:DS=6:4 (f) BA:DS=5:5

(g) BA:DS=4:6 (h) BA:DS=3:7

Fig 5.24 The available area in recycling according to mixing ratio and

the fuel efficiency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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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A:DS=2:8

Fig 5.24 The available area in recycling according to mixing ratio and

the fuel efficiency (continued)

Table 5.31 The available area in recycling according to mixing ratio and

the fuel efficiency

Mixing ratio
Current 2035

Area Ratio Area Ratio

BA:DS=10:0 12,101.4 12.17% 21,109.5 21.23%

BA:DS=9:1 15,421.9 15.51% 27,214.6 27.36%

BA:DS=8:2 19,999.7 20.11% 35,410.0 35.60%

BA:DS=7:3 26,728.4 27.88% 47,468.6 47.73%

BA:DS=6:4 36,494.8 37.70% 64,773.5 65.13%

BA:DS=5:5 52,684.7 52.98% 84,787.4 85.25%

BA:DS=4:6 76,494.5 77.93% 97,091.3 97.63%

BA:DS=3:7 96,638.9 97.18% 99,409.6 99.96%

BA:DS=2:8 99,439.6 99.99% 99,452.4 100.00%

Bottom ash를 활용하였을 때의 유효거리를 적용한 결과, 발전소 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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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지역에서만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ottom ash와 준

설토 혼합토의 유효 거리를 적용하였을 때, 우리나라 내륙 지방으로 영

역이 확장되었으며 현재 연비를 적용하였을 때, bottom ash만의 유효 면

적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12.14%에서 준설토의 비율을 80%로

늘렸을 때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활용 가능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비 개선으로 증가된 유효 거리를 적용하여 재활용 재료 사용 가능

면적의 증가를 분석한 결과, bottom ash만을 활용 하였을 때에는 전체

우리나라 국토 중 21,101㎢이 사용 가능하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21.23%에 해당한다. 또한 준설토와 혼합하였을 때에는 면적이 크게 증가

하였으며 준설토 배합비를 70%까지 증가시켰을 때, 우리나 면적의

99.96%에 해당하는 99,409.6㎢이 재활용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연비가 개선될 때 준설토의 비율을 70%이상 혼합하였을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각각의

연비를 적용하였을 때 혼합비에 따른 유효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를 도시

한 Fig 5.25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a) Original (b) Improved

Fig 5.25 The available area according to mixing ratio in each fue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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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재활용 재료 적용 대상으로 선정한 농업용 저수지 활용

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17,000여개의 저수지 위치

를 적용하여 각각의 활용 거리에 대한 재활용 재료가 이용 가능한 저수

지를 분석하였다. 각각 혼합토에 대한 재활용 가능 거리를 대입하였을

때 활용 가능한 저수지의 위치를 Fig 5.26에 도시하였다. 또한 Table

5.32은 각 경우에 대한 활용 가능 저수지 개소수를 나타낸다.

(a) BA:DS=10:0 (b) BA:DS=9:1

Fig 5.26 The location of available reservoirs in recycling according to

mixing ratio and the fue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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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A:DS=8:2 (d)BA:DS=7:3

(e) BA:DS=6:4 (f) BA:DS=5:5

Fig 5.26 The location of available reservoirs in recycling according to

mixing ratio and the fuel efficiency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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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BA:DS=4:6 (h) BA:DS=3:7

(i) BA:DS=2:8

Fig 5.26 The location of available reservoirs in recycling according to

mixing ratio and the fuel efficiency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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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2 The number of available reservoir in recycling according to

mixing ratio and the fuel efficiency

Mixing ratio
Current 2035

Number Ratio Number Ratio

BA:DS=10:0 1,622 9.45% 2,650 15.44%

BA:DS=9:1 2,006 11.69% 3,520 20.51%

BA:DS=8:2 2,509 14.62% 4,907 28.59%

BA:DS=7:3 3,431 19.99% 6,842 39.86%

BA:DS=6:4 5,081 29.60% 9,508 55.40%

BA:DS=5:5 7,678 44.73% 12,828 74.74%

BA:DS=4:6 11,217 65.35% 17,095 99.60%

BA:DS=3:7 16,981 98.93% 17,164 100.00%

BA:DS=2:8 17,164 100.00% 17,164 100.00%

각각의 재활용 혼합 재료에 대한 유효 거리를 적용한 결과, bottom

ash만을 적용하였을 경우 1,622개의 저수지에서 재활용 가능하였으며

bottom ash와 준설토를 혼합할 경우 준설토를 80% 이상 혼합하였을 때,

국내 모든 저수지에서 활용 가능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선된 연비를

사용하였을 때는 더 낮은 혼합비에서 모든 저수지에 재활용 가능 한 것

으로 나타났다. 준설토 60%혼합시 전체 저수지의 99.60%에서 활용 가능

하며 70%이상 혼합시 모든 저수지에서 사용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연비를 적용하였을 때, 재활용 재료를 저수지 활

용시에 순수한 bottom ash 만으로는 재활용 효과를 얻기 어려우며 준설

토와 같은 가까운 지역에서 취득 가능한 재활용 재료와의 혼합을 통하여

재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추후의 연비 개선

효과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혼합 재료를 가정하였을 때 국내 대부분

의 지역에서 재활용 가능하며 추후 석탄 화력 발전소가 추가되고 연비가

더욱 개선된다면 더 낮은 준설토 혼합비에서 국내 전 지역에서 활용 가

능 할 것이라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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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환경재 경제성을 고려한 bottom ash 와 준설토의 활용 효과 분석

5.3.1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 분석

5.3.1.1 CO2 배출량 경제적 가치 분석

이산화탄소 단위 가격 결정을 위하여 유럽 배출권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단가를 조사하였으며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산화탄

소 가격 변동은 Fig 5.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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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7 EU ETS CO2 prices fluctuation

유럽 배출권 거래소의 이산화탄소 단가는 2008년 31.492€로 가장 높

은 가격을 나타내다 그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3년 4월 2.952€까지

하락하였다가 현재는 소폭 상승하여 4.726€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산화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는 데에는 이미 배출권이 과잉 공

급된 상태에서 역내 경기 침체로 인하여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전기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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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소하면서 배출권 수요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변동성이 심한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을 통하여 이산화탄소의 경제

적 가치 적용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에서 사용된 2009년

단가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2009년 1년 동안 거래된 이산화탄소 배출 가

격을 평균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경제적 손실효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유럽 배출권 거래소의 2009년 1년 동안의 월별 가격

변동과 평균은 Table 5.33와 같다. Fig 5.28는 2009년 동안의 유럽 배출

권 거래소에서의 이산화탄소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

Table 5.33 CO2 price of EU ETS in 2009

Month
CO2 price (tCO2/€)

Average Max Min

1 13.75 16.35 12.04

2 10.22 11.82 8.65

3 12.30 13.84 10.63

4 14.06 14.91 12.68

5 15.75 16.63 15.15

6 14.24 15.95 13.22

7 14.69 15.35 13.66

8 15.43 16.09 14.91

9 14.88 16.14 13.42

10 15.32 16.16 14.19

11 14.61 15.73 13.68

12 14.57 15.57 13.41

Average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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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8 EU ETS CO2 prices fluctuation in 2009

유럽 배출권 거래소의 2009년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2009년 1월에서 가격이 하락하여 2009년 2월 12일에는 가장 낮은

값인 8.65€을 기록했다. 그 후 3월에서 4월 사이 다시 가격이 회복되어

약 16€까지 상승하였으며 그 후 13∼16€사이에서 진동하는 경향을 나

타냈다. 기준 년으로 삼은 2009년 한 해 동안 변동 폭이 작아 한 해 동

안 거래된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의 산술 평균값을 단가로 적용하

였다. 2009년 이산화탄소 배출권 평균 거래 가격은 14.15€/tCO2로 나타

났다.

이산화탄소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기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준년도인 2009년의 유로

(Euro, €) 환율을 분석하였다. Table 5.34은 2009년 월별 환율 평균 산

출 결과이며, Fig 5.29에 1년 동안의 환율 변화를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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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4 The won-euro exchange rate in 2009

Month
Exchange rate (₩/€)

Average Max Min

1 1,803.1 1,835.2 1,746.2

2 1,842.0 1,954.7 1,769.4

3 1,893.6 1,818.7 1,705.5

4 1,762.3 1,818.7 1,705.5

5 1,714.9 1,769.0 1,671.9

6 1,769.7 1,807.2 1,739.1

7 1,776.9 1,828.8 1,737.6

8 1,767.8 1,787.1 1,740.7

9 1,768.8 1,786.9 1,722.0

10 1,742.5 1,783.2 1,714.2

11 1,735.8 1,753.7 1,716.9

12 1,703.2 1,743.9 1,664.9

Average 1,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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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9 The won-euro exchange rate fluctuation in 2009

2009년 유로 환율을 분석한 결과, 2월에 환율이 높아져 1954.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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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였으나 3월 이후 다시 하락하여 1800원 수준에서 진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월에서 4월사이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폭을 제외하고는 큰 변

동 없이 일정한 범위에서 진동하는 경향으로 나타나 이산화탄소의 경제

적 가치 평가에는 1년 환율의 산술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2009년 유로

평균 환율은 1,773.4 ₩/€이다.

2009년 유럽 배출권 거래소의 이산화탄소 평균 거래 가격과 평균 환

율을 적용한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평균 가격은 25.09 ₩/kg CO2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적 비용으로 산정하였

다.

5.3.1.2 골재의 환경적 경제성 분석

5.3.1.2.1 국내 골재 채취 현황 분석

국내 골재 수급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골재 채취 현황을 분석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골재 채취 현황과 관련한 통계는 국토교통부

에서 시도별 골재채취 현황보고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골재 채취 현황

은 허가실적, 채취실적, 공급실적, 비허가로 구분되며 골재 채취 장소에

따라 하천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로 나뉜다. 여기서 공급실적이란 채취

실적과 비허가량을 더한 값이며 비허가량은 타법에 다라 사업 시행중인

연 1000㎥이상 선별․파쇄 또는 세척된 골재를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 골재 채취 현황 분석을 위하여 1996년부터 2012년까지의 채취

실적을 분석하였으며 허가 및 공급, 채취, 비허가 실적으로 구분된 연도

별 채취 실적은 Table 5.35과 같다. 또한 각 실적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년도별 채취 실적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Fig

5.30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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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5 Permit and gathering performance for the aggregate (MOLIT*, 2013)

Classification
Gathering amount (million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Supply

performance
148.7 138.8 119.5 124.3 115.7 136.6 146.3 152.8 133.9 129.6 142.6 130.4 134.4 131.6 134.7 132.5 129.6

Permit

performance
283.4 207.0 190.0 170.3 139.7 107.1 137.6 128.1 154.3 136.1 93.6 60.0 94.0 72.6 58.7 63.2 70.8

Gathering

performance
139.0 133.9 108.5 119.1 112.4 114.8 119.2 127.9 106.8 106.1 96.9 88.1 91.7 92.4 84.6 71.6 72.0

Unlicensed

performance
9.7 4.9 11.0 5.2 3.4 21.8 27.1 24.9 27.1 23.5 45.7 42.3 42.7 39.2 50.1 60.9 57.6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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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0 Changes in an amount of the annual aggregate gathering

연도별 골재 채취 실적을 조사한 결과, 허가실적과 채취실적은 최근

으로 올수록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비허가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채취실적과 비허가량의 합으로 산출되는 공급실적은 연도별

로 근소한 가감이 있을 뿐 유사하게 유지되는 형상을 나타냈다.

국내 골재 채취 실적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채취원별 실적

을 분석하였다. Table 5.36과 Fig 5.31는 연도별 국내 골재 채취량의 채

취원별 비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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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6 Status of aggregate gathering by the source (MOLIT, 2013)

Classification
Gathering ratio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River

aggregate
35.6 23.5 20.1 23.6 23.8 17.2 17.3 15.6 22.3 16.6 19.8 21.3 14.8 17.0 9.9 2.9 2.7

Sea

aggregate
22.0 21.7 17.8 20.6 26.0 27.2 27.7 26.3 10.1 25.7 20.1 17.6 25.6 25.0 31.1 29.3 30.2

Forest

aggregate
35.5 48.4 55.6 50.1 44.7 50.0 48.9 50.7 59.6 48.8 53.1 54.5 52.5 52.0 53.4 62.5 62.1

Land

aggregate
6.9 6.4 6.5 5.7 5.5 5.6 6.1 7.4 8.0 8.9 7.0 6.6 7.1 6.0 5.6 5.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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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1 Changes in a ratio of the source of the annual aggregate

gathering

국내 전체 골재 생산량 중 산림골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육상골

재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로 최근으로

올수록 하천 골재 채취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그 비율을 다른 골재 채

취원들로 분배 되었으며 특히 바다골재와 산림골재 채취 비율이 다소 증

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국내 골재의 주 채취원인 산림골재의 채취량 분석을 위하여 Table

5.35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급실적에 산림골재 비율을 곱하여 연도별 산

림골재 채취량을 산정하였다. 연도별 산림골재 채취량과 산림골재 비율

을 Fig 5.32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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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2 Changes in an amount and a ratio of the annual forest

aggregate gathering

공급실적을 통하여 산출한 산림골재 채취량은 산림골재 비율의 경향

과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이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공급실적이 연

도별 차이가 적어 산림골재 비율을 곱함으로써 산출된 산림골재 채취량

과 그 경향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국내 골재 채취의 가장 많은 부분을 산림골

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수리학적 환경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바다 준설과 하천 준설을 통하여 채취되는 바다골재와 하천골재와는 다

르게 산림골재 채취는 산림훼손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이에 따라 재

활용 골재의 이용으로 자연골재 사용 감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산림

훼손 방지를 통하여 환경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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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2 산림의 경제적 가치 분석

산림골재 사용에 따른 환경적 요소를 경제적 효과로 전환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산림은 목재생산이라는 근본

적인 기능 이외에도 수원함양 및 정수, 토사유출방지, 대기정화, 생물다

양성 보전, 휴양 및 치유, 문화유산유지 및 경관 등과 같은 다양한 공익

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계량화하기 위

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1987년 기준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을 최초

로 공표한 이래, 1990년, 1992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8년

및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였다 (김종호 등, 2010). Table 5.37은 1987년

에서 2010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각 항목별 산림의 경제적 가

치를 나타낸다. 또한 Fig 5.33은 연차별 총 산림 가치의 변화에 대하여

도시하였다.



- 187 -

Table 5.37 The economic value of forestry

Classification
The economic value of forestry (hundred million KRW)

Remarks
1987 1990 1992 1995 2000 2003 2005 2008 2010

Watershed conservation 30,400 83,660 79,318 99,300 132,990 140,978 175,456 185,315 202,447 　

Forest filtering - - - 41,230 48,270 49,039 60,487 62,186 65,474 　

Prevention of soil erosion 34,730 45,950 57,630 64,000 100,560 109,774 124,348 134,867 143,358 　

Prevention of slope failure 3,080 4,090 14,664 16,630 26,360 40,243 40,462 47,479 66,928 　

Atmosphere purification 45,790 47,780 83,797 72,280 135,350 132,438 134,276 168,365 220,627 　

Forest recreation 59,970 42,660 35,480 44,880 48,300 110,329 116,285 116,885 146,067 　

Prevention of forest animal 2,590 9,560 5,211 7,790 7,680 6,012 7,752 16,702 24,235 　

Forestscape 2,590 9,560 5,211 7,790 7,680 6,012 7,752 16,702 151,709 　

Forest healing 2,590 9,560 5,211 7,790 7,680 6,012 7,752 16,702 16,819 　

Conservation of forest biodiversity 2,590 9,560 5,211 7,790 7,680 6,012 7,752 16,702 52,753 　

Total 173,560 233,700 276,100 346,110 499,510 588,813 659,066 731,799 1,09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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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3 Changes in the economic value of forestry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가치는 1987년 17조 3560억 원에서 2010년 109

조 70억 원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산림의 경제적 가치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큰 증가폭을 나타냈으며 이 증가 폭을

외에 2008년 이전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선형적으로 산림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가치 변화를 상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항

목별 가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Fig 5.34 (a)는 가치 총량에 대한

변화이며 Fig 5.34 (b)는 각 항목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화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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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4 Changes in an amount and a ratio for each parameters of the

economic value of forestry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림의 가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산림의

세부 항목의 가치는 매년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세부 항목이 차지

하는 비율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초기 산림 가치 산정 시 산림휴양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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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가장 최근 산정된 산림 가치에서는

대기정화 항목이 가장 높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7년에서 2008년까지 산정 방식에서는 산림동물보호, 산림경관, 산림치

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항목이 동일하게 취급되었으나 2010년 산정 방

식에서는 서로 구분되어 산정되어 2010년에 산정된 산림의 가치가 그 전

의 상승률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골재 채취로 인한 산림 훼손이 미치는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산림의 면적을 조사하였다. Table 5.38은 시간의 흐름에 따

른 각 산림의 면적 변화를 나타낸다.

Table 5.38 The forest area

Classification
Forestry area (thousand ha)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National forest 1,457 1,470 1,484 1,497 1,509 1,518 1,530 1,543

Public-owned forest 490 489 489 489 489 488 488 488

Private forest 4,459 4,441 4,420 4,403 4,384 4,369 4,352 4,338

Total 6,406 6,400 6,394 6,389 6,382 6,375 6,370 6,369

국내 산림 전체 산림 면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고 감소하고 있으

며 이는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사유림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

다. 반면 국유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고 증가하고 있으며 공유림은

시간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근사한 값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정한 총 산림의 가치를

산림의 총 면적으로 나누어 면적당 산림의 가치를 재산출하였다. Table

5.39는 존재하는 해당 연도의 산림 총 가치를 총 산림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면적당 경제적 가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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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9 Economic value of forestry per area

Year
Economic value of forestry per area

(KRW/㎡)

2003 919.16

2005 1,030.76

2008 1,147.92

2010 1,711.52

앞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산림의 총 경제적 가치는 증가하고 있으

며 산림의 면적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위

면적당 산림의 경제적 가치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3년

919.16 KRW/㎡에서 2010년에는 약 86% 증가한 1,711.52 KRW/㎡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자료인 1,711.52 KRW/㎡을 이용하

여 재활용 재료 활용에 따른 환경재의 경제성을 고려한 효과 분석을 실

시하였다.

5.3.1.2.3 골재의 환경적 경제성 산정

기반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의 양은 부피 단위로 산정된다. 산림

의 경제적 가치는 넓이 단위로 산정하므로 부피 단위를 넓이 단위로 전

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 채석 단지 넓이와 채석량과의 관계를 통

하여 골재생산 부피와 넓이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Fig 5.35는 국내

22개 채석단지의 넓이와 부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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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5 Correlation between volume and area of gathering aggregates

채석단지의 부피와 채석량 (부피) 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넓이가

증가합에 따라 지수적으로 부피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길에

의 제곱에 비례하는 길이에 비하여 부피는 길이 세제곱에 비례하기 때문

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정확한 상관 분석을 위하여 넓이의 제곱

근과 부피의 세제곱근 값으로 두 지수를 모두 길이 단위로 전환하여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다. Fig 5.36은 길이단위로 전환된 채석 면적과 부피와

의 관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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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단위로 전환된 채석 단지 넓이와 부피와의 관계는 결정계수

( )가 0.7369의 값을 가지는 선형관계가 형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식

으로 표현되었다.

    (5.5)

이 식을 다시 넓이와 부피의 관계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5.6)

식 (5.6)을 통하여 사용 골재 부피를 넓이로 전환할 수 있으며 골재

사용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넓이를 통해 골재의 환경적 가치를 산출한다.

Table 5.20에서 산출한 2010년 단가인 1,711.52 KRW/㎡을 적용하여 사

용되는 골재 양에 따른 환경적 부담 금액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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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골재 양을 통해 식 (5.8)를 이용하여 골재 사용

으로 야기되는 산림 훼손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5.3.2 환경재 경제성을 고려한 bottom ash 와 준설토의 활용 효과 분석

5.3.2.1 CO2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활용 효과 분석

대상 지구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여 재활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2 장과 6.3

장에서 산출한 천연 재료를 사용 하였을 경우와 재활용 재료를 활용 하

였을 때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참고하였다. 이산화탄소에 대

한 경제적 가치는 앞서 산출한 25.09 ₩/kg CO2를 적용 하였다. 각 대상

지구의 천연 재료와 재활용 재료를 활용 시에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

화탄소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액은 Table 6.40과 같다.

Table 5.40 The cost for the life cycle CO2 emissions of embankments

Reservoir
Cost for the CO2 emissions (KRW)

Original Recycle Difference

Sindong 58,529,708 63,499,667 4,969,959

Bocheong 98,277,669 112,039,529 13,761,860

Maehwa 47,601,317 40,559,792 -7,041,524

Woongyang 137,510,121 152,757,049 15,246,928

대상 지구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 천연

물질을 사용할 경우 많게는 약 1억 3700만원에서 적게는 약 48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재료를 사용할 경우, 3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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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천연 재료를 활용할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매화 지

구에서만 이산화탄소로 인한 비용을 약 700만원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경비는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이산

화탄소 배출 거래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므로 이산화탄소 배출 경향과

동일하게 산정되며 따라서 운송거리로 인하여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나머지 3개 지구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한 경비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경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정비례하여 산출되므로 이에 대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

출량 감축 관리가 필요하다.

5.3.2.2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활용 효과 분석

산림 골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산림 훼손으로 감소하는 산림

면적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활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자연

골재를 사용할 시 골재 사용으로 훼손되는 산림 면적에 대한 경제적 가

치를 분석하였다. 사용되는 골재의 양은 공사 내역서를 참고하였으며 제

체 전과정에서 시행되는 유지보수 공종에서 사용되는 골재의 양을 모두

고려하였다. 또한 골재의 종류에 따라 산림골재, 하천골재, 해상골재로

구분하였으며 사용된 산림골재의 양으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였

다. 골재 사용양에 따른 산림 훼손 면적은 식 (5.5)를 이용하여 산출 하

였으며 산림 면적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2010년 자료를 활용하여

1,711.52 KRW/㎡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사용되는 골재에 따라 채취원을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사질토와 사석은 산림골재로 가정하였고

모래는 해상 및 하천 채취, 점토는 육상 및 해상 채취를 가정하였으며

자갈은 해상 및 하천 골재로 가정하였다. 공사에 사용된 골재의 종류에

따른 채취원 분류는 Table 5.4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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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1 Classification of resources for aggregates

Aggregate Classification

Soil Forest aggregate

Sand Sea and river aggregate

Clay Land and sea aggregate

Gravel Sea and river aggregate

Riprap Forest aggregate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골재를 채취원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저수지

제체의 전과정 동안 사용되는 토사와 사석의 양을 기반으로 산림골재의

사용으로 인한 산림 훼손 비용을 산정하였다. 각 지구의 자연 골재 사용

으로 인한 소요되는 산림 골재에 대한 산림의 경제적 가치 산정 결과는

Table 5.42과 같다. 또한 Fig 5.37은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골재의 사용

으로 인한 산림의 경제적 부담액을 비율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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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2 The economic value of forestry for aggregates used

Process Detail process
Economic value of forestry for aggregates (KRW)

Sindong Bocheong Maehwa Woongyang

Construction - 138,258,940 134,703,938 59,290,854 110,125,251

Maintenance Electricity 0 0 0 0

Repair

Elevation 58,239,546 90,249,185 61,733,012 104,748,409

Grouting 0 0 0 0

Riprap 52,238,912 66,983,894 53,677,242 75,993,376

Total - 248,737,398 291,937,017 174,701,109 290,86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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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7 Allotment ratio of each step for the economic value of forestry

전체 지구에서 산림골재 사용으로 인한 산림 훼손 비용은 보청 지구

에서 291,937,017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웅양 지구가 290,867,036 원으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또한 매화 지구에서 가장 적은 산림 훼손

비용이 발생하였다. 매화 지구와 웅양 지구는 유지보수 기간 동안 사용

되는 산림골재 사용량이 시공시 소요되는 산림 골재 사용으로 인한 비용

이 신동 지구와 보청지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신동 지구와 보청지

구의 주요 산림골재 사용 단계는 시공 단계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신동지

구의 경우 시공 시 전체 산림 골재 사용량 중 과반에 넘는 양이 시공단

계에서 소비되었다. 이는 제체 둑높이기 사업의 방식과 제체 전체 규모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신동 지구의 경우 제체를 완전 새로 시공하

는 방식으로 초기 시공량이 많이 대부분의 산림 골재라 시공 단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웅양 지구의 경우 본 제체의 규모가

가장 커 상대적으로 유지 보수시 제체 덧쌓기나 사석 정비에서 많은 골

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이용한 재활용 재료 사용으로 산림 골재 사용



- 199 -

감소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재활용 재료 활용시 제체 전과정에

서 사용되는 산림 골재의 양을 바탕으로 산림 훼손에 대한 경제적 가치

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자연 골재 사용시와 동일하며 재활용 재료

로 대체 되는 성토부, 점토부, 모래층 등에 대하여 bottom ash와 준설토

를 적용하였다. 골재 분류에 있어 bottom ash와 준설토는 현장 혹은 부

산물로 발생되기 때문에 자연에서 채취되는 골재의 양에서 제외하였다.

Table 5.43는 재활용 재료 활용시 산림 훼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

한 결과이며 천연 골재 활용시와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산림 골재 양에 따른 산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부담률을

Fig 5.38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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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3 The economic value of forestry for aggregates used in the case of recycle materials

Process Detail process

Economic value of forestry for aggregates (KRW)

Sindong Bocheong Maehwa Woongyang

Total Difference Total Difference Total Difference Total Difference

Construction - 67,791,130 -70,467,810 81,592,017 -53,111,921 0 -59,290,854 41,709,707 -68,415,544

Maintenance Electricity 0 0 0 0 0 0 0 0

Repair

Elevation 0 -58,239,546 0 -90,249,185 0 -61,733,012 0 -104,748,409

Grouting 0 0 0 0 0 0 0 0

Riprap 52,238,912 0 66,983,894 0 53,677,242 0 75,993,376 0

Total - 120,030,042 -128,707,356 148,575,911 -143,361,106 53,677,242 -121,023,866 117,703,083 -173,16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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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8 Allotment ratio of each step for the economic value of forestry

in the case of recycle materials

재활용 재료 사용 시, 자연 골재 사용 시와 동일하게 보청 지구에서

산림 골재 사용에 따른 산림 훼손에 대한 경제적 가치 금액이

148,575,911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화 지구 또한 자연 골재를

사용할 때와 같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신동과 보청 지구에서는 산

림 훼손에 따른 경제적 손실 금액 중 시공에 따른 손실 금액이 가장 컸

으며 매화 지구는 모든 손실 금액이 보수 공사 공종 중 사석 정비로 인

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지구에서 제체 덧쌓기 공종에

서는 산림 골재 사용으로 인한 산림 훼손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화 지구의 제체 둑높이기 시공 과정과 모든 제체의 덧쌓기

공종에서는 성토부와 점토부의 성토 과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모든 재

료가 재활용 재료로 대체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활용 재료 사용으로 인하여 산림 골재 사용으로 인한 산림 훼손에

대한 경제적 가치 비용이 가장 크게 줄어든 대상지는 웅양 지구였으며

특히 자연 골재를 사용하였을 때 높은 비율을 나타냈던 덧쌓기 공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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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절감을 나타내며 전체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연 골재를 사용하였을 때 상위 그룹에 포함되었지만 재활용 재료 사용

시에는 전체 4개 지구에서 3번째를 차지하였다.

공종 별로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였을 때 자연 골재를 사용하였을 때

와 비교하여 소요되는 산림골재의 사용량에 따라 산림 훼손에 대한 경제

적 가치가 변화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각 공종에서의

자연 골재와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산림 훼손 비용을

Fig 5.39에 도시하였다. 또한 초기 비용에 비하여 감소한 비율을 상대적

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Fig 5.40은 초기 산림 훼손에 따른 비용에서 감소

한 비용을 비율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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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9 The change of the economic value of forestry for aggregates

used according to using recycl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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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9 The change of the economic value of forestry for aggregates

used according to using recycle material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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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0 The ratio of change of economic value of forestry for

aggregates used according to using recycl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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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0 The ratio of change of economic value of forestry for

aggregates used according to using recycle material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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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재료 사용으로 감소하는 삼림 훼손 비용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제적으로 초기 비용에 비하여 49.1%∼69.3%의 감소 효과

를 나타냈다. 또한 모든 지구에서 제체 덧쌓기 공종에서 100% 감소 효

과를 나태났으며 이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산림 골재가 100% 활용되

는 성토제의 활용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체 골재 사용량 중에서 덧쌓기 공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구에서

전체 감소량이 크게 산정되었다. 반면 사석 재정비 공정에서는 현장 사

석 유용 외에 전체 정비양의 30%를 순사석을 사용한다 가정하였으나 사

석에 대한 재활용 재료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활용 재료 활용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산림 골재 사용에 따른 산림

훼손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산림 골재가 재활용 재료로 교체되는 제체

시공과 제체 덧쌓기 공종에서 인하여 감소하였으며 전체 공사 규모에서

이 공종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산림 가치 보전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제체 시공에 따른 산림 골재 사용량에서도 제

체 사석 정비로 인한 순사석 사용으로 인하여 주로 비용이 산출되었다.

따라서 제체의 주요부를 담당하고 있는 성토부 외에 사석에 대한 대체

재료 확보시 산림 훼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5.3.3.3 환경재의 경제성을 고려한 종합적 효과 분석

저수지 제체가 전생애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

기 위하여 대상 지구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소모

되는 산림 골재의 산림 훼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

다. 저수지 전과정 동안 사용되는 골재는 천연 골재와 재활용 재료로 구

분하여 산정하였으며 재활용 재료를 활용 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절감되

는 양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Table 5.44는 각각의 재료를 활용하였

을 때 각 단계에서 소요되는 환경 비용을 나타낸다. 또한 Fig 5.41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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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전과정 동안 소모되는 골재를 재활용 재료로 교체하였을 때 각 단

계에서 절감되는 환경 비용을 비율로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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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4 The total economic value for the environmental effect

Process Detail process

Economic value for the environmental effect (KRW)

Sindong Bocheong Maehwa Woongyang

Natural Recycle Natural Recycle Natural Recycle Natural Recycle

Construction - 177,722,746 111,735,851 158,751,365 111,925,948 85,100,956 19,456,893 148,780,251 87,507,918

Maintenance Electricity 623,705 623,705 623,705 623,705 623,705 623,705 623,705 623,705

Repair

Elevation 60,162,036 2,411,534 101,993,015 19,219,186 64,275,426 1,854,098 123,403,949 26,759,258

Grouting 12,217,038 12,217,038 49,119,563 49,119,563 14,194,724 14,194,724 57,751,538 57,751,538

Riprap 56,541,582 56,541,582 79,727,039 79,727,039 58,107,614 58,107,614 97,817,713 97,817,713

Total - 307,267,107 183,529,709 390,214,686 260,615,441 222,302,426 94,237,034 428,377,156 270,46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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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1 The ratio of change of economic value of environmental effect

according to using recycl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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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1 The ratio of change of economic value of environmental effect

according to using recycle material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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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골재와 재활용 재료를 활용 하였을 때의 환경 비용을 산출한 결

과, 모든 대상 지구에서 재활용 재료를 활용 하였을 때 전체 환경 비용

의 33.2%∼57.2%의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각 대상 지구의 각 단

계별 변화율 분석에서는 모든 지구에서 제체 덧쌓기 공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경제적 가치와 산림

골재의 경제적 가치 분석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제체 덧쌓기 공정은 사

용되는 골재가 100% 재활용 재료로 교체되어 이산화탄소의 경제적 효과

와 종합적으로 산출하여도 이로 인한 절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다, 매화 지구의 경우 시공 과정에서 순사석 사용이 없어 제체 성토부에

대한 재료 교체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시공 과정에서의 환경

절감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지구에서 재활용 재료가 사용되

지 않는 사석 재정비, 그라우팅 및 전력 사용 공정에서는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환경 비용 발생 원인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각 공정에서 재

활용 재료 사용 전후의 환경 비용 발생 원인에 대한 비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공정이 전체 환경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분석하였다.

Fig 5.42는 천연 골재와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였을 때의 환경 비용 발생

원인별 비율을 나타내며 Fig 5.43은 제체 전과정에서 각 단계가 차지하

는 비율 변화를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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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2 Change of the ratio of causes for economic value of

environment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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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2 Change of the ratio of causes for economic value of

environmental effect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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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3 Change of the ratio for economic value of environmental effect

of each step in the life cycle of embank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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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3 Change of the ratio for economic value of environmental effect

of each step in the life cycle of embankment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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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재료 활용에 따른 환경 비용 발생 원인별 비율 변화 분석 결

과, 모든 지구에서 재활용 재료를 활용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비용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림 골재의 재활용 재

료 대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산림 훼손에 대한 비용이 줄어드는 반면

이산화탄소의 경우 매화 지구 외 나머지 3개 지구에서는 운송 거리 증가

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환경 비용에서 차

짓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수지 제체 전과정에서 각각의 공정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지구에서 사석 재정비로 인한 환경 비용의 비율이 크

게 증가하며 제체 덧쌓기와 시공으로 인한 비용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석 재정비 공정에서는 재활용 재료가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천연 골재 사용량의 변화가 없어 전체 비용

의 감소에 따른 비율 증가로 사료된다. 이런 현상은 전체 환경 비용 절

감 효과가 가장 큰 매화 지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3개 지

구에서는 유사한 변화를 나타냈다. 그라우팅 또한 사용되는 재료의 변화

가 없어 전체 환경 비용 감소로 인한 비율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제체 덧쌓기 공정에서는 천연 골재의 재활용 재료 교체효과로 인하여 골

재 사용에 따른 산림 훼손 비용 절감과 재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로 인하여 큰 비율 감소가 나타났다.

재활용 재료 활용으로 인한 환경 비용 절감 효과는 이산화탄소 배출

량과 산림 훼손 비용의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천연 재료를 활용할

경우 골재 사용으로 인한 산림 훼손 비용이 크게 나타나나 재활용 재료

활용으로 천연 골재 사용량이 급감 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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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환경재 경제성 평가를 통한 bottom ash와 준설토 활용 방안

5.4.1 CO2 배출량 분석을 통한 재료 활용 방안

5.4.1.1 시간의 흐름에 따른 CO2 배출량 분석

저수지 제체의 생애는 시공, 유지보수 단계로 구분된다. 각각의 단계

에서 골재가 소모되고 각 공정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보수 공

정은 서로 다른 주기를 가지며 공정 마다 소모되는 자재와 장비의 종류

가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달라진다. 따라서 재

활용 재료 활용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천연 골재와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였을 때를 구분하여 시간에 흐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5.44∼Fig 5.47은 각 대상지에서 시간의 흐름

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내며 건설부분과 유지보수 부분을 분

리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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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상지에서 유지보수 공정으로 인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산

화탄소 배출량이 누적되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대상 지구에

서 보수 공정 중 가장 높은 단위 배출량을 가진 그라우팅 시공시 가장

높은 배출량 증가를 보였으며 보수 공종이 밀집되어 있는 사용 연한 30

∼50년 사이 높은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 공종

이 없는 기간 동안에 유지로 인해 소요되는 전기로 인한 배출량이 미미

하여 증가의 추세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모든 대상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 증가하는 추세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지만 배출량 증가 추이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시공시 배출량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신동 지

구의 경우 초기 발생량이 많아 유지보수 과정으로 인한 배출량의 증가폭

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본 제체의 규모가 큰 보청 지구와 웅양 지구

의 경우 각각의 유지보수 공종이 실시될 때 마다 매우 큰 증가의 폭을

나타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 결과, 유지보수

시기에 따라 총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며 제체의 규모가 클수록 증가

폭이 커지므로 대형 제체 일수록 유지보수 시기 결정이 총 배출량 관리

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사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전체 배출량 감축에 큰 영향일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보수 공종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시공에 따른 이산화탄

소 배출량을 비교한 경과 신동 지구에서는 제체 시공으로 이한 이산화탄

소 배출량이 매우 크게 산정되어 최종단계에서 유지보수 공종의 전체 합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청 지구에서는 사용 연한 41년이

지남에 따라 유지보수로 인한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이 원재료를 사용

하였을 때 제체 시공시 배출량을 초과하며 45년 이후에는 재활용 재료

활용시 제체 시공으로 인한 베출량을 초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현상은 웅양 지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유지 보수 공종으로 이

산화탄소 배출량이 시공시 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면만 고려할 때 유지보수 공사로 인한 작업 축소로 인한 환경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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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면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제체의 둑높이기와 유지보수 사업 간의 비

교가 필요하다.

5.4.1.2 CO2 배출량 분석을 통한 혼합비에 따른 재활용 효과 분석

현재 국내 존재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모두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

며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bottom ash를

활용하는데 제한적이다. Bottom ash 운송거리가 증가하면 그에 따른 비

용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하여 자원을 재활용 하는 효과가 경제적/

환경적으로 모두 감소하게 된다. 준설토의 경우 사용되는 장소와 발생하

는 장소가 동일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bottom ash의 재활용 유효

거리를 산정하였다. 또한 bottom ash와 준설토를 혼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거리 증진 효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Fig 5.48은 bottom ash와 혼합

하는 준설토 혼합비에 따른 재활용 유효 거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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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 ash에 혼합하는 준설토의 혼합비에 따른 유효거리 변화를 분

석한 결과, 준설토의 혼합비가 증가함에 따라 유효거리가 지수적으로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유용을 가정하는 준설토의 경우 운송

으로 인한 배출량 증진 효과가 없고 재활용 재료 활용으로 재료로 인한

배출량 감소 효과만 반영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배출량이 적은 재료의

혼합에 따른 배출량 감소로 인하여 bottom ash 유효 운송 거리가 증가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향성이 일정한 준설토의 혼합비와 재활용 유효 거리에 대한 상관식

을 산정하였다. 각각의 연비 적용시 준설토 혼합비에 따른 bottom ash

재활용 유효 거리 상관식은 0일 때의 값을 정의 할 수 있는 지수 곡선을

가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5.8)

각각의 연비를 적용한 준설토 혼합비에 따른 bottom ash 유효 거리

산정식의 매개 변수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5.45 Constants of the regression equation between the mixing

ration and the effective distance

Standard a b R2

Current 27.81 2.7032 0.9328

2035 39.42 2.7229 0.9340

준설토 혼합비와 bottom ash 재활용 유효거리와의 상관식은 결정계

수()값이 각각 0.9328, 9340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각각의 매개변수는 현재 연비를 적용하였을 때보다 2035년 예측 연

비를 적용하였을 때가 상대적으로 높은 값이 산출되었다. 이는 초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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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bottom ash를 100% 활용한다 가정하였을 때 더 높은 유효 거리를

가지며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활용 재료 활용 기준 제시를 위한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혼합비

를 산정하기 위하여 각 혼합비에서의 유효거리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활

용 가능 지역 면적과 저수지 개소를 분석하였다. Fig 5.49는 재활용 가능

거리 적용시 활용 가능 지역 넓이와 저수지 개소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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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유효 거리 적용에 따른 재활용 재료 활용 가능 지역 면적과

저수지 개소수 분석 결과 준설토 혼합비가 증가할수록 활용 가능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일정 혼합비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 전 지역 활용이 가능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실시한 지도 분석 결과와 종합하여 볼 때,

두 재활용 재료를 BA:DS=4:6 혼합할 때 재활용 재료 조달이 어려운 경

상북도 지방과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활용이 가능 할 것이라 판

단되며 3:7의 혼합비를 적용하였을 경우 육상조달이 어려운 섬 지역 외

에 국토 대부분 지역에서 재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 혼합비

는 향후 개선 될 것이라 예측되는 연비를 적용하였을 때는 6:4∼5:5의

혼합비에서 국토 대부분의 지역에서 활용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

서 현재 연비 기준으로 적정 혼합비는 BA:DS=4:6 이상의 준설토 혼합

을 권장하며 재활용 지역의 위치와 적용하고자 하는 재료의 특성에 따라

더 낮은 비율의 준설토 혼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의 연비를

적용하였을 경우에 순수한 bottom ash 만의 재활용 효과는 적지만 향후

연비가 개선이 됨에 따라 bottom ash의 활용의 범위가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5.4.2 환경재 경제성 평가를 통한 재료 활용 방안

재활용 재료의 효과 분석을 통한 활용 방안 제시를 위하여 재활용 재

료 활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와 산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효과를 산정

하였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 부담 증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Fig 5.50∼Fig 5.53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천연 골재와 재활

용 재료를 활용 하였을 때의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사용되는 산림 골재

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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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0 The economic value of the environment according to used

materials in the flow of time (Si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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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1 The economic value of the environment according to used

materials in the flow of time (Boch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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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2 The economic value of the environment according to used

materials in the flow of time (Mae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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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3 The economic value of the environment according to used

materials in the flow of time (Wo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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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사용되는 골재에 대한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지구에서 재활용 재료를 활용할 때 환경재에 대한 경

제적 가치의 총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활용 재료를 활용하였을 때 운송 거리로 인하여 배출량이 다소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재에 대한 총 경제적 가치가 줄어

든데에는 산림 골재 사용량의 감소로 인하여 줄어든 산림의 경제적 가치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매화 지구에서는 시공 단계에서 사용되는

사석 사용량이 없어 사용되는 재료의 전체를 재활용 재료로 교체되면서

산림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크게 내려가면서 전체 환경재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 금액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를 이용한 재활용 재료 활용도를 분석하기 위하

여 제체의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사용되는 산림 골재에 대

흔 경제적 가치를 재활용 골재 사용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시간의 흐름

에 따른 경제적 가치 평가액을 산정하였다. 제체 전과정은 제체 둑높이

기 시공시 소요되는 경제적 가치와 유지보수기간 발생하는 기간을 구분

하여 산정하였으며 Fig 5.54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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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4 The economic value of the environment in the flow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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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4 The economic value of the environment in the flow of tim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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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골재와 재활용 재료를 활용하였을 때, 시공시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지보수 누적 환경 비용을 분석한 결과, 지구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신동 지구에서는 재활용 재료를 제체 시공에 활

용 시공하였을 때 천연 골재 사용한 유지 보수를 가정하였을 때보다 낮

은 환경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할 경우보다 높게 산정되어 제체 시공 단계에

서부터 재활용 재료가 사용되었을 때 환경비용 절감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청 지구의 경우, 사용 재료에 상관없이 유지 보수 기간 동안 발생하는

환경 비용이 재활용 재료를 활용하여 제체 둑높이기를 시공하였을 때를

초과하였으며 활용 재료에 따라 초과 시기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재료를 활용 하였을 때는 한 주기를 넘기면서 40년이 넘은 시간

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매화지구에서도 나타났으나 재

활용 재료를 활용한 제체 둑높이기 시공 중 발생하는 환경 비용이 매우

낮아 재활용에 따른 초과 시기가 증진 효과가 5년 이내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하여 재활용 재료 활용을 통한 제체 보수공사는 천연 재료를 활용

하였을 때에 비하여 환경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제체의 보수 공종에

따라 재활용 재료를 이용한 제체 단면 보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

이라 판단된다.

웅양 지구에서는 유지보수 기간 동안에 사용되는 재료와는 무관하게

제체 둑높이기 시공 중 발생하는 환경비용을 초과하였으며 매화지구와

비교하여 시공 중에 더 높은 환경 비용이 발생하나 유지보수 공종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이 커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로 미루어 보아 저수지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은 주로 유지보수로

과정에서 발생하며 앞서 실시한 결과와 종합하여 볼 때, 그라우팅 공정

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과 제체 덧쌓기 공정과 사석 재정비에

서 소요되는 골재로 인하여 환경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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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수지 제체의 경우 같은 결함에 대하여 서로 다른 보수 공종을 적

용할 수 있으며 재활용 재료 효과는 주로 성토재의 대체로 인하여 발생

한다. 또한 보수 공종의 보수 시기가 주로 밀집되어 있은 40∼50년 사이

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활용 재료를 효과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수지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와 발생 시기에

맞추어 저수지 제체 단면에 대한 보강을 실시하였을 경우 제체에서 발생

하는 결함을 줄이면서 제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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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소결

적용 대상과 재료에 적합한 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 방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 대상으로 선정한 농업용 저수지 제체와 대상

재료인 bottom ash 및 저수지 준설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체

전과정 범위는 시공에서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단

계에서 사용되는 건설 자재와 장비, 운송에 대한 배출 원단위를 산출하

였다. 유지보수 공종에 대한 보수 주기 선정을 위하여 생애주기 함수를

적용하여 제체 덧쌓기, 그라우팅, 사석 재정비에 대한 보수 주기를 결정

하였으며 제체 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을 위하여 각각의 보수 공

종의 단위 규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

정을 통하여 제체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였

다. Bottom ash와 준설토 활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활용 여부를 구

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실제 시공 내용을 분석하여 제

체 전과정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제체를 신설한 신동

지구에서 제체 시공 중 높은 배출량을 나타냈으며 상대적으로 시공 규모

가 작은 지구에서 낮은 배출량을 나타냈다. 하지만 본 체제의 규모에 따

라 전체 배출량의 경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같은 규모에 대하여 재활용 재료를 적용을 가정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산정한 결과 3개 지구에서 천연 재료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높은 배

출량을 보였으며 매화 지구에서만 배출량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운송 거리 떄문으로 bottom ash의 활용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운송거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각 지구에서의 bottom ash와 준설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bottom

ash의 활용 유효 거리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유효거리를 활용하여

bottom ash와 준설토의 혼합비에 따른 재활용 가능 지역과 저수지를 산

정하였으며 현장 유용이 가능한 준설토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bottom

ash활용 가능 지역이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농업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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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에서 bottom ash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상 지구에서 적합한 혼합

비를 적용해야 하며 화력 발전소의 위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저수지 제체의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소비되는 골

재에 대한 환경적 경제성 평가를 통하여 재활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환

경재의 경제적 가치는 현재 시장 가치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이산화

탄소의 경우,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 금액을 적용하였다.

천연 골재 사용으로 이한 산림 훼손에 대한 비용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

금액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도인 2009년을 기준으로 사용

하였으나 이산화탄소와 산림의 경제적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

이 발생하므로 적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대한 값의 적용이 필요하다 판단

된다.

이산화탄소 배출권 단가를 적용하여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비용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재활용 재료 활용시 더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하여

더 높은 비용이 산출되었다. 제체 전과정에서 소비되는 천연 골재 사용

으로 인한 산림 훼손 비용은 재활용 재료 활용시 제체 시공과 둑높이 공

정 등에서 천연 골재 사용의 절감으로 산림 훼손에 대한 비용이 절감되

었다.

재활용 재료의 활용으로 인한 환경 비용에 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재활용 재료의 활용으로 인한 천연 골재 절감으로 환경

비용 중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산림 훼손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전체

적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인하여 그 효

과가 반감되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재활용 재료의 활용을 위하여 운송의

효율 증진과 현장에 적합한 배합비의 적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을 통하여 더욱 큰 재활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환경재 경제성 평가를 통한 재활용 재료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하여 시

간의 흐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혼합재료의 혼합비

에 따른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보수 공종이 밀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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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사용 연한 40∼50년과 80∼100년에서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일

부 지구에서는 보수 공종으로 인한 누적 배출량이 제체 둑높이기 시공시

보다 더 높은 배출량을 나타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을 고려하였을 때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여러 공종에 대한 대안 선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배출 원단위를 나타내는 방법을 지양하고 재활용 재료 활용이 가능

한 공종 선택시 전체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산림 골재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여 시간

의 흐름에 따른 환경 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앞서 실시한 이산

화탄소 배출량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보수 공종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서 환경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체의 규모가 클수

록 더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제체 둑높이기 시공시 재활용 재료를 적

용하였을 때, 모든 지구에서 천연 골재를 사용한 유지보수로 공종에 대

한 누적 환경 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지보수 공종에 대

한 재활용 재료 활용이 요구된다. 또한 제체 전과정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재활용 재료를 사용한 유지보수 공종에 대한 누적 환경 비용에서도

신동 지구 외에 모든 지구에서 재활용 재료를 사용한 시공으로 인한 환

경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수 공종 선택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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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bottom ash와 저수지 준설토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도입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재료 적합성과 안

정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기반시설에 적합한 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이산화탄소와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여 재

활용 재료에 대한 종합적인 대체 효과를 분석고자 하였다. 재료 평가를

통하여 bottom ash와 준설토 혼합토의 농업용 저수지에 도입을 가정하

였으며 개발된 평가 방법을 통하여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 재료

를 기반시설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재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체 재료 적합성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기준과 기존

제체 재료 통계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사면 안전율 분석을 통하여

공학적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재료 적합성 평가 결과 저수지 준설토는

제체와 코아 재료로 적합하며 bottom ash와의 혼합토 또한 혼합비 조절

을 통하여 제체 재료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bottom ash는 필터 재료로 적합하다 판단되며 이를 제체에 적용하였을

때 공학적으로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체의 전과정 평가 범위는 시공과 유지보수 단계로 한정지어 분석하

였으며 보수 공종의 보수 시기는 생애주기 함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 산정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골재 사용으

로 인한 산림 훼손 비용을 고려하였다. 적용 재료 별로 제체 전과정 이

산화탄소 배출량 평가 결과, bottom ash의 운송 거리의 한계로 인하여

천연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다소 높은 배출량이 산정되었으나 연비

개선과 혼합비의 조정을 통하여 재활용 범위의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제제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골재 사용으로 인한 환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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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산정하였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비용보다 골재 사용으로 인

한 산림 훼손 비용이 더 높게 산출되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재활용 재

료의 사용으로 인한 사용된 산림 골재의 감소로 전체적인 환경 비용 감

소 효과가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는 운송으로 인한 것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향후 개선될 것이라 예상되며 이로 인한 이산화

탄소 배출량 감소로 재활용 재료 활용에 대한 환경 비용에 대한 효과는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재활용 재료 활용 효율성 분석을 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산화

탄소 배출량과 환경 비용을 분석한 결과 제체의 규모가 큰 제체일수록

유지보수 공종에서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환경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보수 공종이 모여있는 사용연한 40∼50년 사이에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또한 일부 대상 지구에서 제체 둑높이기 시공시 발생하는 환경 비용보다

유지보수로 인한 누적 환경 비용이 더 높게 산출되어 이에 대한 효율성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재활용 재료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한 결과, 현재

bottom ash와 저수지 준설토 혼합토를 농업용 저수지에 적용하였을 때,

환경적 비용 측면에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면

에서 해안가에 위치한 화력 발전소의 위치적 한계로 인하여 bottom ash

만의 재활용은 효과는 작게 나타났으나 저수지 준설토와 같은 현장 유용

가능한 재료와의 혼합을 통하여 재활용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저수지

준설토 60%이상의 혼합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저수지 제체 전과정에서 환경 비용적 측면에서

판단하였을 때 많은 골재가 사용되는 저수지 둑높이기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를 재활용 재료를 사용할 경우, 같은 보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공종들에 대한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연비 개선으로 인

한 bottom ash 재활용 가능 지역의 확대는 재활용 재료에 대한 더욱 높

은 활용도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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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농업 기반시설에 적합한 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과 환경재에 대한 경제성 평가 방법은 대상 특징을 잘

모사하고 있으며 화폐가치를 이용함으로써 이후 다른 가치에 대한 화폐

가치로의 전환을 통하여 통합이 용이하다. 따라서 추후 추가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환경재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재활용 재료에 대한 종합적 평

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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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resources such as bottom ash and dredged soils are

recycled, the consideration of the physical stability and environmental

hazards is required and the verification of benefits of recycling is

needed. Life-cycle assessment (LCA)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methods to evaluate environmental effects. LCA is used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environmental impacts including CO2 emissions

estimation for each stage of life cycles of a product. In this study,

recyclability of Bottom ash and dredged soils was verified through an

evaluation of the suitability and the stability using physical properties.

The life cycle CO2 emissions and the consumption of aggregates

using LCA method and economic values of CO2 and forestry were

reflected for the estimating the benefit of recycling.

The standard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as used



in the conformity assessment of embankment materials for bottom

ash and dredged soils and the slope stability was estimated. Bottom

ash and dredged soil mixture was suitable as embankment materials

and dredged soil was able to be used in core materials. Embankments

applied bottom ash and dredged soil were stable in the general slope

gradient. However, physical properties of materials must be

considered in large embankment which have the steep slope gradient.

The system boundary is limited from material production to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processes, within the entire life cycle of

the embankment of reservoir, which includes the production of

construction materials, construction, operation, and demolition. Material

production processes include raw material extraction, transportation to

factories and raw material manufacturing. The hybrid analysis was

used to estimate basic units of CO2 emissions. the market price of

CO2 emissions in European Climate Exchange was used as the

economic value of CO2 emissions and the cost of deforestation due to

the use of aggregate was estimated by the economic value of

forestry.

At the result of analysis of the effect for recycling with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environmental costs were decreased

when the bottom ash and dredged soil were used in the life cycle of

embankments. However, the CO2 emissions were increased slightly

in the study area due to the transport distance of bottom ash. In the

point of view of CO2 emissions, bottom ash is able to be used as the

embankment materials in most reservoir when mixed more than 60%

of dredged soil, which could be supplied in the site.

Assessment method of recyclability using LCA method and the

economic value for the environment effect, which was proposed in



this study, could describe the characteristic of embankments of

agricultural reservoirs. The approach us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enable estimation of other environmental advantage and

combination with economic benefit using the this method.

Keywords : Agricultural reservoir, bottom ash,

Dredged soil, Life-cycle assessment,

CO2 emissions, Economic value of fore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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