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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eolite 4A was synthesized by fusion method from coal fly ash discharged at the thermal power plants. The synthesized 

zeolite(FAZ) was characterized through particle  size analyzer, XRD, XRF and SEM. N2 adsorption-desorption measurement 
was used to examine surface and pore structures. The adsorptio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under dynamic conditions of 
trace SO2 in N2 to investigate SO2 adsorption capacity of FAZ. Th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characterize the 
breakthrough characteristics of SO2 in a fixed bed under different operating conditions including temperature(50-125℃), 
concentration of SO2(3000-10000 ppm) and FAZ with 4 kinds of commercial zeolite. The adsorption capacity of FAZ was 
53.84 mgSO2/g adsorbent, larger than that of the same type commercial zeolite(WK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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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석유화학산업에서 에너지 소비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에너지 수요를 대부분 화력 및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화력발전은 원료인 

석탄의 약 10∼20%가 비산재, 미연재 및 바닥재로 발

생한다. 비산재(fly ash)는 미분탄 연소과정에서 발생

하는 석탄재 중 마지막으로 집진기에서 포집된 것을 

말한다.
비산재의 주성분은 SiO2와 Al2O3가 60%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 Fe2O3, CaO, MgO 등 금속산화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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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탄소분을 포함하고 있다. 미연탄소분은 소각조건

에 따라 함량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0% 이내로 알

려져 있다(이, 2010). 
제올라이트는 규소, 알루미늄, 산소로 이루어진 결

정성 알루미노실리케이트의 총칭으로서 구성성분을 

SiO2와 Al2O3로 표시하기도 한다. 제올라이트는 넓은 

표면적과 우수한 열적 안정성을 가지며 규칙적인 결

정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공크기와 모양이 모두 같다. 
따라서 세공크기와 흡착되는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세공 내에 흡착될 수 있는 물질이 결정되는 분자체

(molecular sieving) 효과가 나타나며, 연속적인 재생

이 가능하므로 폐가스로부터 SO2의 저온회수와 산업

가스로부터 SO2제거를 위한 흡착제로 사용되고 있다. 
석탄 비산재는 제올라이트와 성분이 유사하여 국내외

에서 석탄연소에서 발생하는 비산재로부터 제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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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합성하여 산업공정에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 2010; Hui와 Chao, 2006; Jee와 Choi, 2011; 
Kam 등, 2003; Lee와 Park, 2011; Murayama 등, 
2002; Querol 등, 2002; Srinivasan과 Grutzeck, 
1999).

주요대기오염물질의 하나인 SO2는 석탄 등의 연소

나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배출량의 83%
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동오염원이나 폐기물

처리에서 배출되고 있다(환경부, 2010). 배출된 SO2의 

대부분은 Ca이나 Na 화합물에 의한 습식공정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SO2 재이용 측

면에서 건식법에 의한 SO2 처리가 바람직하다. 
건식법에 의한 SO2 제어법으로는 흡착법, 원소 황

으로의 환원, SO3로 산화 후 H2SO4 생산 등이 있으며, 
이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경제적인 것은 흡착제에 의한 

SO2 흡착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주로 상온에서 물

리흡착에 의해 SO2 상태로 흡착되고, 포화된 흡착제는 

온도를 증가시키거나 압력을 낮춤으로서 SO2를 탈착

시켜 Clause 공정을 통해 원소 황으로 재이용한다.
제올라이트의 SO2 흡착특성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Srinivasan과 Grutzeck(1999)가 비산재로부터 합성한 

제올라이트의 건조조건과 SO2 흡착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으며, 150℃에서 7일 동안 건조한 analcime과 

sodalite를 포함하는 시료 1g당 6-7 mg의 SO2 흡착량

을 나타내었다. Querol 등(2002)은 KM과 Na-P1 제올

라이트에서 20 mg SO2/g의 흡착용량을 보였으며, 보
다 큰 세공을 가진 Na-chabazite, 4A, X 시료에서 각

각 시료 1g당 100, 300, 380 mg의 비교적 큰 평형흡착

량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의 제올라이트 합성과정은 

고농도의 알카리용액에서 비산재속의 SiO2와 Al2O3

를 용해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반응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효율적인 공정이다. Suchecki 등(2004)은 

400℃에서 10시간 동안 전처리한 합성제올라이트의 

흡착용량은 38 mg SO2/g 임을 보고하였으며, Lee 등
(2003)은 시약용 KA, NaA, CaA와 NaX 제올라이트 

실험에서 SO2의 평형흡착량은 세공크기에 따라 증가

하였으며 가장 큰 흡착용량을 나타낸 NaX 제올라이

트에서 49.8 mgSO2/g의 흡착용량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석탄보일러에서 폐기물로 발생하는 비

산재로부터 합성한 제올라이트의 SO2 흡착제로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로서 합성 제올라이

트의 물성을 평가하였으며, 고정층 흡착반응기에서 

합성 제올라이트와 시판되는 4종류의 제올라이트를 

흡착제로 사용하여 반응기 온도와 SO2 농도 변화에 

대한 흡착실험을 행하여 흡착파과곡선을 구하고, 파
과곡선의 해석으로부터 흡착용량을 계산하여 합성제

올라이트의 SO2 흡착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제올라이트의 합성

합성 제올라이트(fly ash zeolite; FAZ)는 석탄용 보

일러(H사)의 전기집진기에서 발생하는 비산재를 사

용하여 합성하였다. 비산재로부터 제올라이트 합성은 

비산재를 800℃에서 소성하여 미연분을 제거하고 시

약급 Al2O3를 첨가하여 Si/Al의 몰비를 1:1.5로 조절

하고, 이 시료와 Na2CO3을 1:1.2로 혼합하여 800℃에

서 1시간동안 용융시킨 후 수용액 상태에서 교반하면

서 숙성 및 결정화 과정을 거쳐 제조하였다. Fig. 1에 

제올라이트의 합성과정을 도시화 하여 나타내었다. 

Fig. 1. Manufacturing procedure of FAZ by coal fly 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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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Z

 

(b) WK4A

Fig. 2. SEM image patterns of zeolites. (a) FAZ  (b) WK4A

2.2. 흡착제

SO2 흡착실험에 사용한 흡착제는 FAZ와 시판되고 

있는 4종류의 흡착제를 사용하였다. 상업용 제올라이

트는 FAZ와 동일한 NaA type인 WK4A와 CaA type
의 SM5A, 양이온이 Na인 X type의 SP13X, 그리고 

제올라이트 Y 골격에서 Si/Al 몰비를 높여 산촉매 성

질을 크게 향상시킨 초안정(ultrastable) 제올라이트 Y
인 USY 제올라이트를 사용하였다. 합성제올라이트

인 FAZ는 별도의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분말상태

로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시료의 전처리는 100 ℃의 

진공 오븐에서 72시간 건조하여 흡착제에 흡착된 가

스와 수분을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Table 1에 본 실험

에 사용한 흡착제의 종류를 나타내었다.

Table 1. Zeolites for SO2 adsorbent

Adsorbents Metrics Average size Type Maker

FAZ powder 25.23 ㎛ 4A synthesis

WK4A bead 8-12 mesh
(1.40-2.36 mm) 4A Wako Co.

SM 5A pellet 8-12 mesh
(1.40-2.36 mm) 5A Sigma

-Aldrich

USY pellet 5x7 mm USY Zeo Builder 
Co.

SP13X bead 45-60 mesh
(0.25-0.32 mm) 13X Supelco Co.

2.3. 흡착제의 물성측정

FAZ의 입도분포는 광회절식 입도분석기(HELOS 
& RODOS, Sympatec)로 측정하였으며, 입도분포곡

선으로부터 얻어진 체적평균직경은 25.23 ㎛였다. 
FAZ와 WK4A 제올라이트의 성분은 X-선 형광분석

장치(X-Ray Fluorescence; XRF: PHILIPS PW2400)
를 이용하여 SiO2와 Al2O3을 포함한 성분비를 분석하

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FAZ의 화학적 조성은 시약

급인 WK4A에 비해 SO3와 CaO의 함량이 높게 나타

났으며, 이 결과는 연료 중의 황의 연소와 배연탈황과

정에서 주입되는 CaO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는 Si와 Al의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CaO와 

SO3를 제거하는 별도의 전처리 과정 없이 FAZ를 합

성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Fig. 3의 SEM 사진과 결

정화도에서 시약급인 WK4A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올라이트의 결정구조는 X-선 회절장치(X-Ray 

Diffraction; XRD: D8 Advance, Bruker AXS)와 전자

현미경(Hitachi Ltd., S-4200)을 사용하였다. Table 2
의 결정화도(crystallinity)는 시료의 XRD 패턴분석을 

통하여 시약급인 WK4A의 피크높이에 대한 FAZ 피
크높이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며, 전자현미경 

사진은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에서 보면 FAZ는 

표면에 불순물이 다소 붙어있긴 하지만 WK4A와 같

은 입방체의 모형을 하고 있어 4A형 제올라이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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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zation of FAZ and WK4A zeolite

Composition
(wt%)

Zeolites

WK4A FAZ

SiO2  47.32  35.61

Al2O3  34.87  20.07

Na2O  17.66  12.89

CaO   0.07  21.39

SO3   0.03   6.18

Fe2O3   0.03   1.06

MgO  -   1.14

TiO2  -   0.44

etc.   0.02   1.22

total 100.00 100.00

Si/Al mole ratio 1.15 1.51

Crystallinity(%) 100 54

2.4. 제올라이트의 표면분석

SO2 흡착실험에 사용한 제올라이트의 비표면적과 

세공구조 및 기공체적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질소 흡탈

착장치(ASAP 2010, Micromeritics)로 시료를 분석하

였다. 시료의 전처리는 350℃에서 시료의 잔류압력이 

5x10-3 torr 이하로 될 때까지 6∼7시간 탈기하였으며, 
액체질소의 온도인 77K에서 상대압력의 증가에 따라 

흡착등온선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2.5. SO2 흡착실험    

내경 2  , 높이 30 의 파이렉스로 제작한 충전

층 반응기에 흡착제를 충전하고 SO2의 흡착실험을 행

하였다. 흡착장치는 온도조절기가 부착된 길이 30 
 , 내경 2 의 관형로 내에 설치하였으며, 흡착층

의 길이는 1∼3   정도였다. 흡착실험은 50∼125 ℃ 
범위에서 행하여졌고, 반응기 외벽에 부착한 열선

(heating coil)과 흡착장치 내의 흡착제의 중간 부분에 

각각 설치한 열전대를 사용하여 흡착온도를 조절하였

으며, 흡착장치내의 온도분포는 측정하지 않았다. 
실험용 가스는 1%(10000 )의 SO2를 포함하는 

N2혼합가스와 순수 N₂가스를 질량유량조절기(mass 
flow controller)를 사용하여 실험농도(3000∼10000 
)와 유량(100 min)으로 조절하였다. 흡착장

치의 출구에서 나오는 가스의 유량은 유량계(Defender 

510M,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SO2농도는 6방향 

밸브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조작하여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법(Gas chromatography; GC)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GC는 HP 5890 Series 
2(Hewlett Packard Co.,)이며 검출기(Detector)는 열

전도도(thermal conductivity) 검출기이며, 컬럼

(column)은 직경 1/8 inch, 길이 10 의 Haysep D를 

사용하고, 분석조건은 주입온도 120 ℃, 컬럼과 검출

기 온도 120 ℃, He 기체의 유량은 60 min이였

다. 실험 장치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 Schematic flow diagram of a fixed bed apparatus.  

3. 결과 및 고찰

3.1. FAZ의 흡착등온선

질소 흡탈착장치로부터 구한 FAZ와 WK4A 제올

라이트의 흡착등온선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에
서 보면 FAZ와 WK4A 제올라이트의 hysteresis loop
는 높은 상대압에서도 흡착상한값을 보이지 않는 H3 
형태이며, 이형태의 시료는 판상입자의 집합체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slit 형태의 세공에서 나타난다(Sing 
등, 1985). 두 시료 모두 상대압이 1에 근접하여도 흡

착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mesopore와 더불어 상

당량의 macropore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

한 형태의 흡탈착등온선에서 총 세공체적을 확실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FAZ의 흡착등온선이 

WK4A의 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비산재로부터 합성

한 FAZ 제올라이트의 흡착용량이 WK4A 보다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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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olites FAZ WK4A SM5A USY SP13X

 Surface areaa) [] 18.10 13.88 561.04 49.21 646.30

Pore volumeb) [] 0.1033 0.0638 0.3291 0.2530 0.3410
Pore diameterc) [] 19.29 18.39 2.35 20.57 2.11

 a) BET surface area;  b) single point pore volume at P/Po= 0.993; 
 c) BJH desorption average pore diameter

Table 3. The pore structure analysis of zeolites

을 알  수 있다.
N2 흡탈착등온선으로부터 구한 제올라이트의 세공

구조 분석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BET 표면적

은 0.05-0.3의 상대압력(P/Po)에서 흡착데이타를 사

용하여 multipoint BET법에 의해 구하였으며, 세공체

적과 평균세공경은 상대압 0.993에서 N2 가스 흡착부

피로부터 구하였다.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FAZ, 
WK4A 와 USY 제올라이트는 mesopore 영역의 세공

이 지배적 이었으며, SM5A와 SP13X는 평균세공경

이 각각 2.35 nm와 2.11nm로 mesopore와 micropore
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 표면적과 세공

체적도 FAZ의 값이 WK4A 보다는 큰 값으로 나타나 

Fig. 4의 N2 흡탈착등온선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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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2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s of FAZ and 
WK4A zeolites.

3.2. SO2 흡착실험

고정층 흡착실험으로부터 얻어지는 파과곡선에서 

실험시간까지 흡착된 흡착질의 양을 나타내는 흡착제

의 흡착용량[mg adsorbate/g adsorbent]은 이론적으로 

아래 식으로 구할 수 있다(Kim 등, 2010)













 (1)

여기서 q는 흡착용량을 나타내며, CAO와 CA는 각

각 반응기 입출구에서 흡착질의 농도, Q는 혼합가스 

유량, w는 흡착제의 양, Mw는 흡착질의 분자량, t는 

반응기 운전시간을 나타낸다.    

3.2.1. 반응기 온도의 영향

FAZ 제올라이트 2  , 혼합가스 유량 100 min , 
SO2 농도 5000 의 조건에서,  흡착층 온도를 50 
℃, 75 ℃, 100 ℃, 125 ℃로 변화시켜 얻은 파과곡선

을 Fig. 5에 나타내었다. 이들 파과곡선으로부터 식(1)
을 사용하여 구한 흡착용량은 각각 25.30, 48.69, 
53.84, 38.69 mg/g으로서 100 ℃에서 가장 큰 흡착량

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75 ℃, 125℃, 50 ℃의 순서였

다. 다공질 흡착제의 흡착에서 세공 내부에서의 확산이 

전체 물질전달속도를 지배할 것으로 생각되며, 표면확

산이나 Knudsen 확산이 흡착속도를 결정하는 경우에

는 온도증가와 함께 흡착량이 감소하나 micropore를 

가진 제올라이트와 같은 흡착제의 경우 흡착질과 세

공벽과의 상호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는 활성화 확산이 

일어나면 온도증가와 함께 흡착용량이 증가한다

(Clark, 1970). 그러나 125 ℃의 경우 흡착용량이 오히

려 감소한 것은 높은 온도에서 흡착질의 활동도가 흡

착질과 흡착제 표면과의 상호작용의 한계를 벗어난 

결과라고 추정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5A 제올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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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SO2 흡착실험을 행한 Gupta 등(2004)의 연구에

서도 관찰된다. 실험 온도에서 100 ℃에서의 흡착량

이 가장 컸으므로 이후부터는 반응기 온도를 100 ℃
로 하여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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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adsorption temperature on the breakthrough 
curves of SO2 in FAZ zeolites (w=2g, Q=100mL/ 
min, CAo=5000ppm). 

3.2.2. SO2 농도 변화

SO2 유입농도에 따른 흡착특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FAZ 제올라이트 2  , 혼합가스 유량 100 min , 
흡착층 온도 100 ℃에서 SO2 농도를 3000, 5000, 8000, 
10000 으로 조절하여 실험한 결과를 Fig. 6에 나타

내었다. SO2 농도가 증가할수록 파과곡선의 기울기가 증

가하고 있어 흡착제가 포화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짐을 

알 수 있으나 실험시간인 240분 동안 식(1)에서 구한 

흡착제의 흡착용량은 유입농도 증가에 따라 각각 

43.07, 53.84, 63.24, 69.32 mgSO2/gFAZ으로 증가하

였다. 이는 흡착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분압이 증가하

여 FAZ 세공으로의 확산속도와 흡착속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흡착이 그만큼 빠르게 진행되어 평형에 도달

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흡착질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흡착제의 흡착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물질전달의 driving force인 농도차가 증가하기 

때문이다(Lee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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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centration effects on the breakthrough curves of 
SO2 in FAZ zeolites (w=2g, T=100℃, Q=100mL/min). 

3.2.3. 흡착제의 종류에 따른 영향

흡착제 종류에 따른 SO2 가스의 흡착용량을 알아보

기 위해 흡착제 량 2g, 혼합가스 유량 100 min , 
농도 5000  , 반응기 온도 100 ℃에서 본 실험에 사

용한 제올라이트 FAZ, WK4A, SP13X, USY, SM5A
의 파과곡선을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 Effect of adsorbents on the breakthrough curves of 
SO2(w=2g, T=100℃, Q=100mL/min, CAo=50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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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의 흡착 파과곡선을 그래프 작성과 통계분

석을 하는 대표적인 공학용 소프트웨어인 Sigma plot
에 의한 회귀분석법으로 를 구하여 식 (1)에 

의해 흡착용량을 계산하여 Fig. 8에 나타내었다. 
Micropore가 발달되어 있어 넓은 표면적을 가진 

SP13X의 흡착용량이 67.27   으로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SM5A였으며, FAZ와 WK4A
는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고, USY는 17.57 으로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USY 제올라이트가 FAZ나 WK4A에 비해 넓은 표

면적을 가지고 있고 세공체적이 큼에도 불구하고 상

대적으로 적은 흡착용량을 보이는 것은 USY 제올라

이트의 화학적 성질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USY 제올라이트는 HY제올라이트를 고온에서 수증

기로 처리하여 골격 밖으로 빠져나온 Al을 산으로 용

출시켜 Si/Al 몰비를 증가시킨 것이므로(서곤, 2005) 
강한 산점이 많아 산세기가 증대되므로 분해반응에서

는 촉매활성이 증가하나 산성가스인 SO2와의 친화력

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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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O2 adsorption capacity of zeolites(w=2g, T=100℃, 
Q=100mL/min, CAo=5000ppm). 

흡착제의 SO2 흡착용량을 나타내는 Fig. 8의 결과

로부터 석탄비산재로 합성한 FAZ 제올라이트의 흡착

용량이 53.84 mg/g으로서 동일한 4A형인 WK4A보

다 큰 값으로 나타나 합성 제올라이트의 SO2 흡착제

로서의 사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H사의 석탄보일러에서 폐기물로 

발생하는 비산재로부터 제올라이트를 합성하여 제올

라이트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평가하고 SO2 흡착실험

을 행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불순물 제거를 위한 별도의 전처리 과정 없이 석탄

비산재로부터 합성한 제올라이트는 Si/Al 비가 1.51
인 4A형 이었으며, 상용 제올라이트를 기준으로 결정

화도는 54%였다.
N2가스 흡탈착법으로 77K에서 측정한 합성 제올

라이트의 hysteresis loop는 H3형태로서 slit 형태의 

mesopore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표면

적과 평균세공경은 각각 18.10 m2/g과 19.29 nm로서 

동일 타입의 시판 제올라이트보다 커거나 대등한 값

을 보였다.
합성제올라이트를 흡착제로 사용한 고정층 흡착반

응기에서 50-125 ℃의 온도변화에 따른 흡착제의 흡

착용량은 100 ℃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75 ℃, 125℃, 50 ℃의 순서였다. 
흡착제 2g, 반응기온도 100℃, SO2 농도 5000ppm

의 조건에서 흡착제의 흡착용량은 SP13X>SM5A> 
FAZ>WK4A>USY 순서로 나타났으며, 합성제올라

이트의 흡착용량, 53.84 mg/g은 동일 타입의 시판되

고 있는 흡착제(WK4A)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합성제올라이트의 SO2 흡착제로서의 사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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