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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제성장 및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조금 더 편

리한 생활을 위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사용량이 증

되기 시작하 다. 전력소비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특히 1차 에너지 소비 중 발전분야 투입비중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2004년까지 에

너지수요는 연평균 6.2% 증가한 반면, 전력수요는

연평균 9.1% 증가하 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5%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이다. 국내 발전

설비의 증가와 더불어 국민들의 높아진 환경의식으

로 전력설비 건설에 한 지역 주민의 반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증 되

고, 국내 환경규제 강화와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응하기 위해 친환경적 전력정책

수립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나라도 공해물질 배출 규

제치를 강화하 고 친화경적인 황산화물 제거 기술

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동화력 탈황설비는 한

전 전력연구원에서“G-7 환경공학 기술개발 사업”

의 일환으로 배연탈황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를 수

행하여 한국형 탈황흡수탑 (KEPAR: KEPco

Absorption Reactor)을 개발하여 설치하 다.

동화력 2호기 탈황설비는 설비 용량 200 MW로

서 국산 무연탄 70%, 중유 30%를 혼소하여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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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배출하는 800,000 Nm3/h 배연가스를 처리하

기 위해 설치된 실증설비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각국의 에너지

확보경쟁 심화에 따라 고유가 및 에너지 수급 불안

이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원의 해외 의존도

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값비싼 중유와 국내 무연탄

의 사용을 줄이고 값싼 역청탄 사용을 증가시킴으로

써 발전용 연료비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두되었으

나 실증설비에 적용한 사례가 없어서 혼소율 변화가

탈황설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실험적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무연탄 발전소 발전설비의 탈

황설비에 연료 혼소 비율에 따른 각종 운전조건의

변화, 입구 배기가스온도 변화, 입∙출구 SOx 변화,

석회석 사용량 등을 조사, 분석하고 현장의 실증설

비에 직접 적용하 고, 혼소율의 변화가 무연탄 발

전소 탈황설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해 연구

를 수행하 다. 

2. 흡수탑 탈황원리 및 종류

2.1 탈황방법 및 원리

한국형 흡수탑은 Bubbling Type이므로 Spray

Tower보다 기-액 접촉면적이 크고 석고슬러리를

재순환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 부산물인 석고

의 크기분포가 타 탈황설비에 비하여 월등히 큰 것

으로 나타났다. 탈황의 기본원리는 Absorber(반응

흡수탑) 설비에 보일러 연소시 생선된 배기가스를

통과 시키면서 배기 가스중의 아황산가스(SO2)와

흡수탑 상부로부터분사된 석회석 슬러리 (CaCO3)

를 접촉시키면 석회석이 아황산가스를 흡수하고 화

학반응을 일으켜 재활용이 가능한 고순도의

(CaSO4ㆍ2H2O)석고로 부산물을 생산한다.

수용성 황산화물이 흡수탑에 통과시 분사된 물에

흡수되는 흡수반응은 gypsum slurry liquid 사이의

기-액 평형(liquid/gas equilibrium)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분사된 물에 흡수되어진 산성의 황산화물과

물에 용해된 알칼리 흡수제인 석회석과 즉각 반응하

여 황산화물이 반수석고로 반응하는 용해 및 중화과

정, 반수석고와 수용 황산화물은 전리 역반응이 쉽

게 일어나 반응성을 저하시키고 불안정한 상태의 물

질로 반응의 안정과 반응물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

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강제 공급하여 산소와 결합시

키는 산화반응 과정, 황산화물과 석회석이 반응하여

gypsum을 생산하는 결정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흡수탑내에서 화학반응 메커니즘을 식 (1) ~ (4)에

나타내었다.[3]

SO2 + H2O ↔ H2SO3 ↔ H + HSO3 ↔ 2H + SO3 (1)

CaCO3 + H2SO3 ↔ Ca2+HCO3+HSO3

↔ CaSO3 H2O + CO2 + ½H2O (2)

CaSO3 ½H2O(aq) + ½O2(g → aq) + H2O 

→ CaSO42 H2O(s) + ½H2O (3)

CaSO42 H2O ............. sulfate (Gypsum) (4)

2.2 흡수탑 형식 및 현황

흡수탑은 흡수제의 형태에 따라 습식법과 건식으

로 나누며, 반응생성물로부터 흡수제의 재생 여부에

따라 재생법 및 비재생법으로 나누며, 기-액 접촉

방식에 따라 가수분사식과 액분사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탈황반응이 일어나는 흡수탑 형식은 동 1 ~ 2호

김정유∙문승재∙이재헌

Table 1  The type of FGD in thermal power plant

연료 발전소별 탈황공정 흡수탑 형식
기술보유사

시공사

석탄

보령 3~6호기

습식석

회석/석고

Grid Packed

병류/향류식

미쯔비시중공업

쌍용중공업

태안 1~4호기
Spray/Tray

향류식

B&W

현 중공업

하동 1~6호기
Spray/Tray

향류식

B&W

현 중공업

당진 1~4호기

삼천포1~4

Spray

향류식

Steinmuler

삼환/한국코트렐

무연탄

동 1~2호기
가스층 다공판형

KEPAR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서천 1~2호기
가스층 다공판형

KEPAR

한국전력공사

한기/동아/정일

중유

울산 4~6호기 JBR
Chiyoda

우중공업

울산 1~2호기
Spray

향류식

Bischoff

한라중공업

여수 1~2호기
Spray

향류식

Marsulex

한국중공업/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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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서천 1 ~ 2호기, 울산 4 ~ 6호기를 제외한 22호

기의 설비가 석회석 슬러리를 배기가스에 분사하는

분사형이고 나머지 동, 서천, 울산의 탈황설비는

배기가스를 흡수액 중에 분사하는 가스분사방식의

Bubble형이다. 이 중에서 동 1 ~ 2호기, 서천 1 ~

2호기 탈황설비는 전력연구원에서 개발한 단일단

다공판형 Tray형(KEPAR)이며 울산 4 ~ 6호기는

일본 Chiyoda사 CT-121 공정의 JBR(Jet

Bubbling Reactor)형이다. 국내 화력발전소별 배연

탈황설비 현황을 Table 1에 기술하 고, 표적인

흡수탑 형식별 장단점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3. 실험 및 방법

3.1 실험장치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실험 장치는 Fig. 1과 같다. 실

험장치인 동화력 탈황설비는 최 처리가스량

800,000 N㎥/h, 입구 SOx 1019 ppm 이하, 출구

SOx 농도 150 ppm 이하로 설계되었다. 흡수탑은

순수 국내기술에 의해 개발된 습식석회석 석고법에

의한 Bubbling 형식으로 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

조는 높이 14.6m, 직경 14.3m인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 산화공기 블로우어를 설치하여 강제 산화방식

을 채택하 으며 흡수제로서 325 mesh 90% 통과

국내 무연탄 발전소 역청탄 사용시 탈황 특성 연구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desulfurization type

흡수탑

형식
장점 단점

Spray

�Spray Header 외에 내부장치

가 거의 없어 압력손실이 낮다.

�현재 습식 석회석/석고 공정의

거의 모든 흡수탑에 적용(80 ~

90%) 되고 있다.

�장치가 다른 형태의 흡

수탑에 비해 크다

Tray
�기/액 접촉면적이 커서 SO2

제거효율이 높다

�안정적인 거품이 형성

되기 위한 배기 가스

속도 역이 매우 좁다

Packed

�기/액 접촉면적이 커서 SO2

제거효율이 높다

�흡수탑의 크기가 작다

�스케일 및 부식발생

가능성이 많다

�Spray 형이 적용되기

이전에 많이 사용되었

다.

KEPAR

�단일단 다공판형 흡수탑으로

탈황효율이 높고, 순환펌프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순환 방식

으로 운전비가 낮다

�기/액 접촉효율이 좋고 크기가

작다

�적용실적이 적다

JBR

�흡수,산화,중화 반응이 하나의

흡수탑에서 진행되므로 공정이

간단하다.

�흡수제 이용률이 높고 폐수농도

가 낮다

� 용량 발전소에 적용

실적이 적다

�가스압력 손실이 크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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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분말석회석을 사용하고 부산물로서 석고를 생산

하는 습식 석회석 석고 공정이다

동 #2호기 탈황 공정은 보일러 유인통풍기를 거

쳐서 나온 배기가스는 가스재열기를 거쳐 1차 보유

열량을 방출하여 142.2℃(BMCR)까지 냉각이 되고

다시 흡수탑 부속설비인 가스냉각덕트(Duct

Cooler)에서 포화냉각 온도인 47℃까지 냉각된다.

Duct Cooler에서 배기가스는 흡수탑 하부에서 Gas

Cooling Pump에 의해 펌핑되어 노즐에서 분사되는

석고 슬러리와 반응이 일어나 냉각뿐만 아니라 SO2

도 일부 제거된다.

Duct Cooler를 지난 배기가스는 흡수탑 상부로 유

입되어 Duct Pipe를 통하여 흡수탑 하부의 슬러리

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흡수탑 하부에서 배기가스

는 석회석 슬러리와 반응을 하여 석고를 생성한다.

흡수탑에서 SO2가 제거되고 난 청정 배기가스는 일

부의 액적과 함께 흡수탑을 빠져나가고 이 액적들은

습분분리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제거 된다.

한편, 흡수탑 내부에서 생성된 석고는 Gypsum

Slurry Pump에 의해 석고 탈수계통으로 이송되며

탈수계통으로의 이송여부는 흡수탑 내부 슬러리

도에 의해서 결정되고 내부 도가 낮을(14 wt%

미만) 경우는 흡수탑 내부로 재순환이 된다. 실험장

치인 동화력 탈황설비는 최 처리가스량

800,000Nm3/h, 입구 SOx 1019ppm 이하, 출구

SOx 농도 150ppm 이하로 설계되었다. 흡수탑은

순수 국내기술에 의해 개발된 습식석회석 석고법에

의한 Bubbling 형식으로 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

조는 높이 14.6m, 직경 14.3m인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 

석회석 취급계통은 분말석회석 이송차량에 의해

반입되는 석회석분말(325Mesh, 90% 이상 통과)

을 하역, 저장 및 슬러리화하여, 흡수탑에 보일러부

하 및 SO2 유입 농도에 따라 일정량을 공급하는 기

능을 가지며 석회석 사일로, 공급기(Screw

Feeder), 펌프, 석회석 슬러리 공급 제어밸브, 연결

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2는 연료로 사용된 무연탄, 역청탄, 중유의 성

분을 분석한 것으로 탄소와 황 성분은 중유가 각각

85.7%, 2.8%로 가장 많고, 수소, 산소와 질소는 역

청탄이 많고 황은 역청탄이 0.37%로 가장 적게 함

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수된 SO를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석회석은 강원도 정선에서 생산된 것으로.석

회석의 입도분포는 325mesh 90%의 고순도 분말

석회석을 사용했고, 석회석 규격에 CaCO 성분은

95% 이상인 95.4%로 나타났다.

3.2 실험방법

실험 방법은 연료비가 비싼 중유를 점차 감소시키

고, 값싼 역청탄의 비율을 증가하 다. 처음에는 무

연탄, 역청탄, 중유를 65%, 0%, 35%에서 역청탄

비율을 100%까지 증가시켰으며 비율증가에 따른

실증 설비에서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총 8단

계로 진행하 다. 

Table 3에 실험조건을 나타내었다. 발전소 출력은

125 � 130 MW와 200 MW, 유∙무연탄 혼소 방

법은 Conveyor Belt 혼합으로 하 고 과잉공기율

은 5 � 10% 범위내에서 운전하 고 흡수탑 Level

은 4.1 � 4.2m, PH 는 4.8 � 4.9로 고정하여 최

한 실험조건에 접근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운전상

태 측정은 10 � 20분 간격으로 측정하여 시간 별

평균값을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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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graph of the used fuel

Case 출력(MW) 무연탄(%) 역청탄(%) 중유(%)

1 125 65 0 35

2 125 65 10 25

3 125 60 25 15

4 126 55 35 15

5 127 40 50 10

6 125 35 60 5

7 200 50 50 0

8 200 0 100 0

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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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FGD 배기가스량의 변화

Fig. 3은 시험시 FGD (Flue gas desulfurization)

배기 가스량의 변화다. 시험조건 4 혼소율 55:35:

15(무:유:중)까지는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으며 역청탄 혼소비율이 50% 이상일 때 약간

더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청탄 전소

시(시험조건 8)에는 배기 가스량이 설계 용량을 초

과하 다. 배기가스 온도는 혼소율의 변화에 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2 입∙출구 SOx량의 변화

Fig. 4는 시험시 입구 SOx량의 변화다. 역청탄 비

율이 증가할수록 입구 SOx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시험조건 3에서 입구 SOx량이 680 � 700

ppm이 던 것이 시험조건 4인 역청탄 비율이 25

35% 이상인 경우 입구 SOx량이 510 � 530 ppm

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탈

황설비가 혼소율을 감소시킬수록 즉, 역청탄 비율을

증가시키고 무연탄과 중유 비율을 감소시킬수록 유

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입∙출구 SOx량 감소는

중유 감소에 따른 연료성분의 S 성분의 감소에 기인

한 것으로 보여진다.

Fig. 5은 시험에 따른 출구 SOx량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고 역청탄 비율이 증가할수록 출구 SOx량은

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조건 3에서

출구 SOx량이 52 � 58 ppm이 던 것이 시험조건

4인 역청탄 비율이 25 → 35% 이상인 경우 출구

SOx량이 39 � 44 ppm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료혼합의 부적확성과 보일러 부하의 향

에 의해 출구 SOx량의 변화가 약간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안정적인 흡수탑의 운전을 위해서

는 흡수탑의 P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

요한 변수인데 승압송풍기가 보일러와 연동되어 운

전되어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변수로 나타났

다. 그렇지만 체적으로 탈황설비가 혼소율을 감소

시킬수록 즉 역청탄 비율을 증가시키고 무연탄과 중

유 비율을 감소시킬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4.3 석회석 사용량

시험에 따른 석회석 사용량의 변화는 Fig. 6과 같

다. 역청탄 비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국내 무연탄 발전소 역청탄 사용시 탈황 특성 연구

Fig. 3  Results of gas flow rate

Fig. 4  Effect of the inlet SOx flow

Fig. 5  Effect of the outlet SOx flow

Fig. 6  Amount of consumed lime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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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입∙출구 SOx량의 감소로 화학반응에 필요한

석회석도 같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4.4 석고 품질

Table 4는 시험 시에 생성된 석고를 분석한 자료

로써 석고 품질은 순도가 평균 계약기준인 (석고 재

활용기준 : 시멘트, 석고보드 용) 93% 이상을 만족

하 으며 Cl- 이온은 계약기준인 평균 100 ppm 이

하로 전체적으로 기준을 만족하 다. 따라서 역청탄

을 증가시켜도 석고의 품질에는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탈황 효율

각 실험에서 수집한 자료의 평균을 이용하여 탈황

의 효율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출력 125 � 130

MW, 혼소율 역청탄 60%(무:유:중유, 35:60:5)이

하까지는 탈황설비 효율이 거의 91%이상을 유지하

으나 실험 조건 8인 역청탄 전소 시 효율은 85%

정도 다. 이것은 설계치(입구 SOx 1019 ppm)에

비해 Inlet SOx 입구가 너무 적게 유입되었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환경규제치(출구

SOx 150 ppm)이하로 운전되어 큰 변수로서 고려

하지 않았다.

5. 결 론

국내 무연탄을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발전소에 유

연탄을 혼소시켜 배기가스량, 배기가스 온도, 입∙

출구 SOx량, 석회석 사용량에 한 특성을 측정하

다. 본 연구의 실험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유연탄의 사용량을 증가함에 따라 배기가스량

도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

연탄 혼소비율이 50% 이상일때 조금 더 급격

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 다. 유연탄을 100%

전소시 배기가스량이 설계치를 초과하여 각종

송풍기에 과부하를 줄 수 있으므로 장시간 운

전을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연탄의 혼소율 증가에 따라 입∙출구 SOx

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탄 혼소

율 35% 이상으로 증가할 때 입∙출구 SOx량

감소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 다. 유

연탄을 100% 사용할 때 입∙출구 SOx량은 현

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유연탄의 사용량을 증가함에 따라 석회석 사

용량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석고 품질은 순도가 석고 재활용기준인 순도

93% 이상을 만족하 으며 Cl- 이온이 평균 계

약기준 100 ppm이하로 전체적으로 만족하

다. 역청탄을 증가시켜도 석고의 품질에는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시험 조건에 따른 탈황 설비의 효율은 거의 일

정하게 유지되었으나 Inlet SOx가 200 ppm

이하로 유입될 때는 효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규제치(출구

SOx 150 ppm이하) 이하로 운전되어 큰 변수

로서 나타나지 않았다. 

(6) 저열량인 국내 무연탄을 사용하기 위해 설계

된 탈황설비에서 역청탄 사용시 최적의 조건은

황 함유율이 0.8% 이하, 역청탄 60%를 사용한

시험조건 6(무:유:중유, 35:60:5)이 동화력

2호기 탈황설비에 가장 최적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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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of the produced gypsum on experiment

Table  5 Desulfurization efficiency

실험

조건

수분(%) Cl-(ppm) 순도(%)

최 최소 평균 최 최소 평균 최 최소 평균

1 11.03 10.92 10.99 40.8 17.9 29.5 93.9 93.0 93.4

2 11.05 10.92 11.00 53.5 36.8 44.5 93.6 93.0 93.2

3 11.07 10.87 11.01 47.6 16.2 28.4 94.7 93.0 93.6

4 11.06 10.92 10.99 32.7 22.2 28.6 93.6 93.0 93.0

5 11.04 10.96 10.99 37.3 25.9 29.8 93.7 93.0 93.1

6 11.06 10.93 10.98 37.6 27.3 31.9 93.9 93.0 93.1

7 11.02 10.89 10.97 40.5 29.7 34.7 93.8 93.2 93.6

8 11.01 10.88 10.98 45.6 28.9 37.0 93.6 93.0 93.3

실험

조건

FGD 효율

(%)

Inlet SOx

(평균)

Outlet SOx

(평균)

1 91.9% 753.5 61.2

2 92.0% 735.5 58.6

3 92.1% 692.5 54.5

4 92.0% 520.6 41.8

5 91.9% 436.9 35.3

6 91.0% 343.9 30.8

7 88.8% 414.7 46.6

8 85.1% 172.6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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