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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tionary combustion sources such as coal-fired power plants, waste incinerators, industrial manufacturing, etc.

are recognized as major sources of mercury emissions.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zinc production in Korea

has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last 30 years. Total zinc production in Korea exceeded 739,000 tons in 2008,

and Korea is currently the third largest zinc producing country in the world. Previous studies have revealed that zinc

smelting has become one of the largest single sectors of total mercury emissions in the World. However, studies on

this sector are very limited, and a large gap in the knowledge regarding emissions from this sector needs to be bridged.

In this paper, Hg emission measurements were performed to develop emission factors from zinc smelting process.

Stack sampling and analysis were carried out utilizing the Ontario Hydro method and US EPA method 101A. Preli-

minary data showed that Hg0 concentrations in the flue gas ranged from 4.56 to 9.90 μg/m3 with an average of 6.40

μg/m3, Hg(p) concentrations ranged from 0.03 to 0.09 μg/m3 with an average of 0.04 μg/m3, and RGM concentra-

tions ranged from 0.23 to 1.17 μg/m3 with an average of 6.40 μg/m3. To date, emission factors of 7.5~8.0 g/ton for

Europe, North America and Australia, and of 20 or 25 g/ton for Africa, Asia and South America are widely accepted

by researchers. In this study, Hg emission factors were estimated using the data measured at the commercial facili-

ties as emissions per ton of zinc product. Emission factors for mercury from zinc smelting pross ranged from 4.32 to

12.96 mg/ton with an average of 8.31 mg/ton. The emission factors that we obtained in this study are relatively low,

considering Hg contents in the zinc ores and control technology in use. However, as these values are estimated by

limited data of single measurement of each, the emission factor and total emission amount must be updated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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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은을 위시한 유해 기오염물질 (HAPs, Hazar-

dous Air Pollutants)은 기질 관리에 있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환경오염물질에 속한다. 특히 이러한 물

질들은 환경 중에서 미량으로 존재하지만 직접적이

고 장기적 노출로 인해 인간의 건강, 동∙식물, 자연

생태계도 위협하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 2008). 수

은은 유해 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

tants)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수은 등의 중금속

물질과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하는 총 35

종을 기환경보전법상 특정 기유해물질로 지정하

여 관리하고 있다(환경부, 2009). 미국도 1990년 개정

한 기정화법에서 총 188개의 항목을 HAPs로 지정

하여 관리하고 있다(Jurng and Shim, 2009). 수은은 광

택이 있는 은백색의 금속으로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이며, 비중은 20�C에서 13.55

g/cm3, 비점 356.7�C, 융점 -38.87�C이며 가열하면

증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 2006a). 또한 중금속이지

만 증기압이 높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증기상으로 존

재한다 (Merck Index, 2006). 수은은 주로 원소수은

(Hg0), 무기수은 (Hg2++), 입자상수은 (Hgp), 유기수은

(메틸수은)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개별 수은종의

농도를 합한 전체의 화합물을 총수은이라고 한다. 무

기수은은 금속수은, 제1수은염, 제2수은염 또는 아말

감으로 나누고 유기수은은 알킬수은과 알킬수은화합

물로 구분할 수 있다(Feng and Qiu, 2008). 수은은 존

재 형태와 관계없이 인체에 독성을 보이며, 노출경로,

노출량,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인간의 건강에 각기

다른 향을 주는데 특히 메틸수은의 독성이 가장 강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EPA의 IRIS (Integrated Risk

Assessment System)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B등급

으로 구분하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 2006b).

UNEP에서는 수은화합물을 먹이사슬을 통해 생태

계 전반에 위해한 ‘전 지구적(global) 오염물질’로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적 차원에서의 수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UNEP, 2002). 선진국에

서는 수은의 사용 중지 및 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수은 재처리 등을 통한 수은의 저감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의 석탄화력발전소,

염소∙알카리 공업플랜트 및 금광산에서의 금정련

등으로 인한 수은 오염 등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

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 2006a).

수은의 부분은 인위적 배출원에서 기 중으로

배출된다(Pudasainee et al., 2009). 인위적인 배출원에

서 배출되는 수은화합물의 경우 기 중에 원소수은

(Hg0)과 산화수은 (Hg2++)으로 존재한다 (Choi et al.,

2009). 산화수은의 경우, 수일 미만의 짧은 기 중

체류시간을 보인다. 반면, 원소수은의 경우 용해도가

낮으며, 상 적으로 반응성이 작아 1년 이상의 장기

적인 체류시간을 유지한다(Li et al., 2009). 이러한 특

성 때문에 원소수은은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월경

성 오염물질’로 주목받고 있다(Nguyen et al., 2010).

수은화합물의 인위적인 배출원은 열적 과정에 따른

수은 함유물에서의 탈리 등에 의한 것과 수은의 직접

적인 사용에 의한 것이 있다. 전자는 화석연료의 연

소나 시멘트, 철, 강철, 아연, 금, 기타 비철금속의 추

출 및 생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작과, 건전지, 형광

등, 안료 등의 수은을 함유한 폐기물의 소각 등에 의

한 배출 기작 등이 있다. 또한 인위적 수은 추출 및

이용을 통한 배출로써 수은 채광, 소규모의 금과 은

의 채광과정(아말감화 과정), Chlor-alkali 생산 공정,

치과에서의 아말감 이용, 형광등, 온도계, 압력계, 전

기∙전자 스위치 등과 같은 제품 생산 등을 들 수 있

다(UNEP, 2005). UNEP에서 발행한 “Technical Back-

ground Report to the Global Atmospheric Mercury

Assessment”에 수록한 2005년도 주요 부문별 수은

화합물 배출원 자료에 의하면, 인위적 배출원 배출

총량은 1,930 ton에 해당한다. 그 중 가장 배출량이

많은 것은 화석연료의 연소시설로 878 ton, 다음은

금의 추출 및 가공 공정으로 350 ton, 금을 제외한 비

철금속의 가공 공정이 200 ton이다. 또한 국가별로는

중국, 인도, 미국순으로 각각 825.2, 171.9, 118.4 ton이

다. 우리나라는 32.2 ton으로 전 세계에서 9번째로 수

은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해당한다. 이러한 실정으로

UNEP, EPA, EU에서는 각 국가별 또는 자국의 수은

배출에 한 배출목록을 작성하고 산업시설별 배출

량을 산정하여 기 중으로 배출되는 수은의 관리

및 저감방안에 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UNEP, EPA 등을 중심으로 수은을 국제

적으로 다이옥신의 관리를 위한 스톡홀름협약과 같

은 강한 국제협약으로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빠

르면 2009년부터 이에 한 구체적인 추진을 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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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11년에는 각국의 배출실정으로 제시하도록 하

고 있다. 빠르면 2013년에는 국제적 협약에 의한 규

제가 효력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는 UNEP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협약을 통한 전반적인 수은 배출량 관리를 결의하

다(국립환경과학원, 200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수은 관리 움직임에

응하기 위해 수은의 인위적 배출원 중 표적인 배

출원으로 알려진 아연제련시설에 한 수은의 화학

종별 배출특성과 배출량을 파악하고자 하 다. 

2. 연구 및 방법

2. 1 연구 상 시설 및 시료채취 지점

아연광석에는 수은과 같이 다른 다양한 금속물질

이 불순물로 포함되어 있다. 아연의 제련 방법은 크

게 습식제련과 건식제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약 80%의 아연은 습식제련공법으로 생

산하고 있다. 아연 광석은 Zinc blend, sphalerite, ZnS,

이극광 등이 있으나 현재 제련용의 주광석은 ZnS이

다. 아연광의 배소는 건식제련이든 습식제련이든 광

석 중의 ZnS를 ZnO로 산화한다. 이렇게 수은이 함

유되어 있는 아연광석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수은이

배출될 수 있다(Li et al., 2008). 

아연제련의 주요 공정은 표 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고려아연, 2010). 

연구 상 시설은 국내 아연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A사의 배소공정과 주조공정에서 각각 시

료채취를 하 다. 또한 측정 공정의 온도, 배출가스

온도, 측정 횟수, 방지시설 현황을 표 2에 나타내었

다. 배소공정에서 주조공정을 거쳐 제품이 생산되기

까지의 전 공정은 폐공정으로 방지시설 전단의 측

정은 불가하 으며 제련공정과 함께 황산생산 공정

을 병행하여 운 하고 있었다. 

2. 2 시료채취 및 분석

우리나라 수은 화합물 측정방법은 기오염공정시

험방법-배출가스 중 금속화합물- ES 01408 배출가스

중 수은화합물(원자흡광광도법, 흡광광도법)에 나타

나 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측정방법의 경우, 수은화

합물의 총 수은만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인위

적 수은의 배출원별 배출 특성 및 농도를 평가하기

위해 US EPA의 Ontario Hydro Method로 수은화합

물을 화학종별(Hg0, Hg2++, Hgp)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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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Zn smelting process.

Unit

Oxidized zinc sulphide (the main concentrate component containing approx. 50~55% of Zn) reacts at 950�C to
Roasting give zinc calcine and sulfur dioxide (The gas stream containing SO2 is cleaned, dried, converted to SO3 and then

sulphuric acid)

Leaching
The zinc calcine and the concentrate are dissolved using sulfuric acid, and most elements in the concentrate are
cemented and removed with iron oxide residue

Purification
Some of the elements that were not removed in the previous process (Cu, Cd, Co, Ni) are cemented with zinc metal
powder to get purified solution

Electrolysis
The pure zinc sulphate solution is electolyzed with electricity, and zinc metal is deposited from the solution on an
aluminium electrode (cathode). The zinc cathod is then stripped off the aluminum and sent to the casting plant.

Casting The zinc cathode is melted in an electric furnace, then cast into various shapes for sale.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roasting and casting units.

Unit Capacity Unit temp. Exhaust temp. Sampling number APCDs

Roasting 25 t/hr 960�C 22�C 5
ESP, Venturi Scrubber, 
Dry tower, Gas Scrubber

Casting 0.02 kl/hr 480�C 45�C 3 EP



2. 2. 1  시료채취

시료채취장치의 구성은 기오염공정시험법과 거

의 동일하지만 Ontario Hydro 방법은 8개의 임핀저

를 장착할 수 있는 트레인으로 구성한다. 이때 산화

수은과 원자수은을 분리하여 채취할 수 있도록 흡수

액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산화수은을 흡수하기 위하

여 임핀저 1~3번에는 1 M의 염화칼륨 흡수액 100

mL를 넣고, 원자수은을 흡수하기 위하여 HNO3-

H2O2 (4번 임핀저), KMnO4-H2SO4 (5~7번 임핀저)

흡수액을 사용한다. 또한 입자상 수은을 채취하기 위

하여 여과지(Whatman 2814432)를 사용한다. 시료채

취장치의 구성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시료채취방

법은 기오염공정시헙법에 준하여 등속흡인을 하여

채취하 으며 시료채취가 끝난 후 7개의 임핀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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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ampling device of the Ontario Hydro method.

Fig. 2. Recovery procedures of the Ontario Hydro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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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액을 3개의 용기에(1~3번, 4번, 5~7번 임핀저)

담았다. 여과지는 여과지 홀더에서 분리하여 용기에

담아 보관하 다. 그림 2에 시료회수용기별 시료회수

방법에 하여 자세히 나타내었다. 

2. 2. 2  시료의 전처리 및 분석

기오염공정시험법과 동일하게 여과지와 시료 흡

수액 각각에 해 전처리를 하 다. 또한 시료 흡수

액은 산화수은과 원자수은을 분리하여 분석하기 위

하여 임핀저 1~3번, 4번, 5~7번 각각에 하여 전

처리를 개별적으로 처리하 다. 각 흡수액별 전처리

과정은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전처리를 완료한 시료

에 한 분석은 수은분석기 (Mercury instruments,

AULA-254,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OHM에

서 제시하고 있는 검정곡선 작성 방법에 따라 표준

시료를 제조하여 분석한 결과, 검정곡선의 R2값이

0.999 이상을 나타내었다. 방법검출한계는 0.05 μg/L

의 표준시료를 준비하여 7회 반복 측정한 결과, 0.03

μg/L이었으며 %RSD는 2.02% 다. 

2. 3 배출계수 산정

배출시설별 수은의 배출계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배소공정과 주조공정에 해 측정한 실측결과를 토

로 배출계수를 산정하 다. 배출계수는 아연정광

사용량(톤)당 배출량(mg)으로 제시하 으며 배출계

수산정방법은 아래 식과 같이 계산하 다. 

물질농도(μg/m3)×건조배출가스유량(m3/hr)×10-3

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
원료사용량(톤/hr)

3. 결과 및 고찰

3. 1 전 세계 아연괴 생산량 및 국내 아연

제련 시설 현황

아연은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구리 다음으로 사용

처가 많은 금속이다. 상 적으로 낮은 융점으로 황동

과 같이 수 많은 합금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김

수태, 2000). 한국비철금속협회의 자료(표 3)에 의하

면 2008년 기준 전 세계 아연괴 생산량은 11,566.0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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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cedures for mercur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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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 than 0.2 g
more than 0.2 g

digest for 2 min (95�C)

digest for 30 min (9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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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ute with H2O dilute with H2O dilute with H2O

add 50 mL of H2O and
5% KMnO4 15 mL

add 5 mL of H2O
Aqua regia 5 mL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dd 0.5 mL of H2SO4

add 0.25 mL of HNO3

add 1.5 mL of 5% KMnO4

add 0.25 mL of HCI

add 0.25 mL of H2SO4

add 0.75 mL of 5% K2S2O8

add 0.5 mL of HNO3

add 0.75 mL of 5% K2S2O8

digest for 2 hr (95�C)

cool to room temp.

add 0.25 mL of 5% KMnO4

add 0.75 mL of 5% K2S2O8

digest for 2 hr (95�C)

cool to room temp.

cool to room temp.



ton이며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56.1%, 중국이

33.8%로 가장 많은 아연괴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아연괴 생산량의 6.4

%인 739천 ton을 생산한다. 

국내 아연괴 생산능력은 (주)YP와 KA(주)가 현재

각각 연 28만 ton, 43만 ton씩 갖추고 있다(총 71만

ton). 2008년도 내수 용도는 철강재의 도금용 69%,

die casting 11%, 황동 등 합금제조 7%, 산화아연 2%,

아연분말 및 아연화학제품 1%, 기타 10% 등이다(한

국비철금속협회, 2008). 

3. 2 각 공정별 수은 배출 특성

3. 2. 1  수은 배출 농도

아연제련시설에서 수은 배출의 주요 요인은 광석

에 미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수은이다. 아연광석 중

수은 함유량은 광석의 종류, 기원, 암석과 위치에 따

라 넓은 분포를 보인다(Li et al., 2008). 표 4에 나라

별 지역별 아연광석 중 수은함유량을 나타내었다. 일

반적으로 아연광석 중 아연함유량은 4~10%인데 우

리나라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아연정광은 부유선광을

거쳐 아연함유량을 55~60%로 높인 것을 수입하는

데(고려아연) 이 과정에서 정광에 포함되어 있는 수

은도 일부 제거되어 수은함량이 표 4에서 제시한 값

보다는 낮으리라 판단된다.

아연제련과정에서 아연 정강은 고온으로 배소나

소결을 통해 함유된 유황이 제거된다. 이 때, 수은은

기화해, 황산 생산 공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은은 아연 정강으로부터 제거되어 황산으로 이동

한다고 할 수 있다(Nriagu and Pacyna, 1988). 배소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는 황산제조공정에 보내지기

전에 설치한 방지시설 (전기집진기, 스크러버 등)로

보내지고 나머지 수은은 슬러지에 농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A사 아연 제련 공정 중 배소공정과 주조

공정에서 수은농도 분석 결과(그림 4a) 배소공정의

경우 총수은의 평균 농도는 7.174 μg/m3이었으며 주

조공정은 0.955 μg/m3이었다. 배소공정이 주조공정에

비해 약 7배 정도 높은 농도로 수은이 배출되었다. 

그림 4b에 A사 배소공정, 주조공정에서의 수은 종

별 배출 비율을 나타내었다. 배소공정의 경우 Hg0가

89%, Hg2++ 10%, Hgp 1%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주조

공정은 Hg0가 92%, Hg2++ 6%, Hgp 2%로 나타났다.

아연제련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은의 종분포는 Hg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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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orld production of zinc. (Unit: kt)

2005 2006 2007 2008

Belgium 220.0 259.0 264.0 251.0 
Bulgaria 92.5 85.9 98.1 101.7 
Finland 281.9 282.2 305.5 297.7 
France 210.0 120.0 129.0 118.0 
Germany 335.0 316.8 295.5 292.3 
Italy 121.2 109.2 102.1 107.1 
Netherlands 224.5 227.2 225.0 239.0 
Norway 151.3 160.7 157.0 145.5 
Poland 137.3 133.9 141.9 142.5 
Romania 53.2 43.3 58.0 61.6 
Russia 206.0 247.3 264.0 253.2 
Spain 501.4 507.3 494.1 459.9 
Ukraine 2.2 1.7 2.6 3.8 
Serbia 2.5 5.8 - -

Europe total 2,539.1 2,500.2 2,536.9 2,473.2 

Algeria 37.0 32.9 27.2 32.9 
Namibia 132.9 129.9 150.1 144.4 
South Africa 104.0 90.0 101.0 87.0 

Africa total 273.9 252.8 278.3 264.3 

China 2,776.1 3,162.7 3,742.6 3,913.1 
India 266.2 420.9 430.8 545.8 
Iran 140.0 140.0 126.0 110.4 
Japan 638.4 614.3 597.7 615.5 
Kazakhstan 357.1 364.8 358.2 365.6 
North Korea 57.0 51.0 36.0 36.0 
South Korea 650.0 670.0 691.0 739.0 
Thailhand 101.2 96.5 99.0 104.1 
Uzbekistan 42.0 46.0 72.0 46.0 
Vietnam 4.1 10.0 10.0 12.0 

Asia total 5,032.0 5,576.2 6,163.2 6,487.5 

Argentina 40.5 46.0 46.3 31.0 
Brazil 267.4 272.4 265.1 272.3 
Canada 724.0 824.5 802.1 764.3 
Mexico 334.0 279.4 322.4 305.4 
Peru 165.9 175.3 162.4 182.0 
U.S.A 351.0 269.0 278.0 286.0 

America total 1,882.8 1,866.6 1,876.3 1,841.0 

Australia 457.0 464.0 502.0 500.0 

World total 10,184.8 10,659.8 11,356.7 11,566.0 

Table 4. Mercury contents in Zinc ores.

Canada Finland Russia

Area Brunswik work Kokkola Ural

Hg content (g/t) 2.1 2.8 10~25



80%, Hg2++ 15%, Hgp 5%라고 보고한 바 있다(Pacyna

and Pacyna, 2002). 이와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 조사

한 두 공정의 Hg0 비율이 상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지시설 후단에서 배출되는 수은의 종별

특성은 공정 및 배출가스의 온도, 방지시설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Prestbo and Bloom (1993)에

의하면 입자상 수은은 배출 총수은의 5% 이하라고

한다. 폐기물 소각의 경우 Hg0로 배출되는 비율은

10~90%인데 이는 투입 폐기물의 조성과 공정조건

에 따라 달라진다(Prestbo and Bloom, 1993). 석탄화

력발전소의 경우 약 95% 이상이 Hg0로 배출된다(Bi-

swas and Wu, 1998). 수은종별 배출특성은 방지시설

설계에 있어서 주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Hg2++은 수

용성이어서 습식스크러버에 의해 효율적으로 제거되

고 국부적으로 침적하므로 산화에 의해 제거가 잘 이

루어진다. 반면 Hg0은 증기압이 높고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어렵다. 기존의 집진장치를

이용하면 부분의 미량금속들이 95% 이상 제거되

는 반면, 수은은 EP에서는 약 65%, fabric filter에서

는 10%, ESP와 FGD에서는 25%의 제거효율을 보이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wn et al., 1999). 

3. 2. 2  아연 제련시설의 수은 배출계수 및 배출량

본 연구에서 아연제련시설의 배소공정과 주조공정

의 배출계수는 각각 8.31, 1.68 mg/ton으로 산정하

다. 이는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6.37

mg/ton (배소공정)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값이나 중

국, 일본 등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UNEP,

2005; Pacyna and Pacyna, 2002; Hylander, 2001). 중

국과 일본의 배출계수 산정이 기배출만을 의미하

는 것이라 아연제련사업장 자체에서 외부로 배출되

는 모든 배출원에 한 수은 배출계수의 합인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배출계수를 EPA

산하 OAQPS (Office of Air Quality Planning and 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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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Concentration of mercury released from each processing unit, (b) Relative composition of Hg species released
from each processing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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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ds)에서 AP-42를 통해 제안하고 있다. AP-42는

배출계수 산정에 있어 측정데이터의 등급(A~D)과

배출계수 등급(A~F) 분류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배출계수 등급은 측정데이터는 “A”, 배출계

수는 “C”등급에 해당한다. 배출계수의 표성확보를

위해서는 추후 측정횟수를 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시설의 측정자료를 일반화하기 위한 계산

과정에서 적용하는 값들의 충분한 표성 확보를 위

해 보다 더 많은 측정이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서는 사업장 전체에서 배출되는 아연의 배출에 해

검토하기 위해 폐기물, 폐수 등으로의 수은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에 한 농도, 배출량 산정을 통한 물질

수지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산정한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아연제련시설에서 기로 배출되는 수은의 양은 2.72

kg/year이었다. 이는 ’08년 산정한 국가 수은 배출량

자료(국립환경과학원, 2008)의 우리나라 전체 수은

배출량의 0.02%에 해당하는 양에 해당되는 것이다.

4. 결 론

국내 아연제련시설을 상으로 제련공정에서의 수

은의 배출특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상 시설에서의 수은은 배출허용기준보다

낮은 농도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연 제련

공정 중 배소공정과 주조공정 하단에서 수은농도 분

석결과, 배소공정은 7.17 μg/m3, 주조공정은 0.96 μg/

m3으로 나타났다. 배소공정은 먼지, SOx, NOx제어를

위한 전기집진기, 습식, 건식 흡착탑이 설치되어 있었

으며 주조공정은 먼지제어를 위한 전기집진기만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아연제련 과정 중 기로 배

출되는 수은의 부분이 배소공정에서 배출되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연제련시설의 수은종별 배출

비율은 배소공정의 경우, Hg0가 89%, Hg2++ 10%, Hgp

1%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주조공정은 Hg0가 92%,

Hg2++ 6%, Hgp 2%로 Hg0의 비율이 상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연제련시설의 배소공정과 주조공

정의 배출계수는 각각 8.31, 1.68 mg/ton으로 산정되

었다. 아연제련시설에서 기로 배출되는 전체 수은

의 양은 2.72 kg/yr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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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peciation of total Hg for major source types in
fraction of the total.

Source category Hg0 Hg2++ Hgp

1. Coal combustiona

Power plants 0.20 0.78 0.02
Industrial use
(a) w/PM control devices 0.20 0.78 0.02
(b) Stoker, w/o PM control devices 0.09 0.03 0.88
(c) Cyclone, w/o Pm control devices 0.23 0.35 0.42
(d) Coke production 0.07 0.58 0.35
(e) Coke/burned, w PM control devices 0.20 0.78 0.02
(f) Coke/burned, w/o PM control devices 0.07 0.58 0.35
Residential and other uses 0.09 0.03 0.88

2. Fuel oil for stationary sourcesb 0.50 0.40 0.10
3. Gasoline, diesel, and kerosene combustionb 0.50 0.40 0.10
4. Biofuel combustionc 0.96 0.00 0.04
5. Grassland/savanna burningc 0.96 0.00 0.04
6. Forest burningc 0.96 0.00 0.04
7. Waste and residue burningc 0.96 0.00 0.04
8. Coal mines spontaneous burningd 0.09 0.03 0.88
9. Cement productionb 0.80 0.15 0.05
10. Iron and steel productionb 0.80 0.15 0.05
11. Caustic soda productionb 0.70 0.30 0.00
12. Non-ferrous metal smeltingb

(a) Zinc 0.80 0.15 0.05
(b) Copper 0.80 0.15 0.05
(C) Lead 0.80 0.15 0.05

13. Mercury miningd 0.80 0.15 0.05
14. Battery and fluorescent lamp productiond 0.80 0.15 0.05

aFrom US EPA (2002).
bFrom Pacyna and Pacyna (2002)
cFrom Friedli et al. (2001), Friedli et al. (2003a) and Friedli et al. (2003b)
dFrom Streets et al. (2005)

Table 6. Emission factors for total mercury.

China Global Japan Korea

6.37 mg/t (’08)
UNEP, ’05 10~200 g/t 5.26 g/t 8.31 mg/t (roasting unit, this study)

1.68 mg/t (casting unit, this study)

Hylander, ’01 16.6 g/t 12.1 g/t

Pacyna, ’02 20 g/t 7.6 g/t



출량의 0.02%를 차지한다. 특히 배출량의 경우, 우리

나라 아연괴 생산량에 비해 전체 배출원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낮게 산정되었다. 이를 위해 추가로 물질

수지 산정과 배출원의 데이터 개수를 확보하기 위한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을 추가한다면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더욱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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