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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기로 제강분진(EAFD)으로부터 환원배소에 의해 회수한 조산화 아연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등점이 낮은 물질이 존재한다. 따

라서 일반적으로 산화배소를 통한 정제과정을 통해 염화물 형태로 존재하는 물질들을 기화시켜 고순도의 기능성 산화아연을 생산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산화 아연의 산화배소 특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여 대량생산공정에 적용할 때의 효율성을 극대

화하고자 하였다. 조산화 아연을 적절한 방법을 통해 직경 1-3 mm, 10 mm의 펠렛을 제조하여, 각 시편을 분말시편과 함께 수직 관

상로에서 로타리 킬른의 실조업을 묘사하여 산화분위기에서 600 ~ 1200oC 온도영역까지 200oC/hr 승온속도로 가열하면서 체재시간

을 유지하였다. 실험결과 펠렛의 크기에 따른 기화속도의 변화가 950oC 이상의 온도에서는 현저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회수된

시편은 ICP-OES, XRF장비를 통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Zn의 농도는 비례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Cl 등의 불순물

의 농도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XRD 분석결과 온도가 증가할수록 염화물 피크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본 산화배소실험을 통하여 98%

이상의 고순도 산화아연을 얻을 수 있었다.

주제어 : 배소, 조산화아연, 전기로 제강분진, 재활용

Abstract

Variety of volatile materials is present in crude-Zinc oxide recovered from EAFD(Electric arc furnace steel dust). Commonly,

it is purified by oxidizing roasting. In this study, spherical each specimen prepared crude-zinc oxide like 1 ~ 3 mm and 10 mm

was tested in vertical tube furnace at the temperature range 600oC to 1200oC in oxidizing atmosphere. Oxidizing roasting prop-

erties of zinc oxide were investigated using XRD, XRF and ICP-OES. At temperature blow 950oC volatilization rate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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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ably low. As the temperature increases, the concentration of Zn increased and the concentration and XRD peaks of impu-

rities decreased. The result indicated that volatilization rate depended on specimen size and roasting temperature.

Key words : Roasting, Crude Zinc Oxide, EAFD, Recycling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등의 문제가 이

슈화 되면서 오래 전부터 유럽, 일본, 미국 등 많은 국

가들이 전기로 제강분진을 이용한 다양한 아연회수 방

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미 상용화 된 기술들에 의해

조산화아연과 고순도 산화아연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에서도 지난 수 십년 동안 전기로 제강분진의 유해성

및 유가금속성분 회수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효율적인 자원화 방안에 대한 후속 연

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매년 국내 전기로 제강회사에서 발생되는 전기

로 제강분진량은 매년 45만 톤에 달하며, 제강분진의

조성은 사용되는 고철의 성분 고철에 함유되어 있는 불

순물, 그리고 각 철강회사의 전기로 조업공정의 특성,

산소 사용 조건 및 기타 조업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고온의 전기로 분위기에서 용융점이 낮으며 증

기압이 높아서 비등점이 낮은 원소인 Zn, Fe, Pb 등은

다른 물질보다 먼저  기화되어 대기 중의 산소와 반응

하여 산화물의 형태로 백필터에 포집되게 된다.

이러한 제강분진에는 유해한 중금속원소들이 다량 함

유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정지정폐기물

로 분류하고 법으로 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재

자원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는 법으로 매립과 아스콘 충진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

고 있는 유일한 OECD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금속을 함유한 제강분진은 산성비 등에 의

해 2차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제강분진에 함

유된 Zn, Fe, Pb 등은 산화물 상태로 존재하며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 제강분

진 중의 금속원소들의 회수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국내에서 ZINCOX KOREA㈜가 RHF공정에

의해, 그리고 한국알엔엠㈜ (현: BEFESA ZINC KOREA

㈜)는 웰츠 킬른공정에 의해서 각각 제강분진으로부터

조산화아연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인 반응측

면에서 보면, 탄소를 환원재로 제강분진 중의 산화아연

을 환원기화시켜 슬래그 성분과 분리시킨 후에, 분위기

중의 산소와 재산화시켜, 조산화아연의 형태로 아연과

기타 성분들을 회수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회수된 조산화아연 중에는 Pb 및 Zn 과 같은 금속

성분뿐만 아니라, K 및 Na과 같은 알카리원소들의 산

화물과 염화물이 같이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불순물들

은 조산화아연의 품위를 낮추어서 전해공정에 사용될

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조산화아연의 경제적 가치

를 떨어뜨리므로, 98 % ZnO 이상의 고품위 정제산화

아연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조산화아연의 정제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제조된 조산화아연(Table 1)으로부터 고

품위의 산화아연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Pb, Cd은

그리고 F 및 Cl과 같은 할로겐원소들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재처리공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산화아연의 고순도화를 위한

산화배소의 기본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실제로 고순도

의 산화아연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의 설계에 바로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시험평가를 실시하려고 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 사용한 조산화아연은, 국내 제강사로부

터 제공받은 제강분진을 사용하여 생산한 조산화아연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조산화아연의 화학성분

을 Table 1 나타내었다. 

시료로 사용한 조산화아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Table 1) 다양한 불순물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코크

스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제강분진을 환원배소 할 때에

낮은 비등점의 성분(Na, Cl, K, Pb 등)들이 아연과 함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crude zinc oxide                        (wt.%)

Zn Fe Ca Si Pb Al Mn Na K Cl Mg Cd C S

60.89 1.67 0.68 0.38 3.47 0.17 0.14 2.66 5.64 8.68 0.14 0.09 0.25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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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기화하여 산화물 형태로 백필터에 포집되었기 때문

이다.

SEM으로 조산화아연의 형상을 관찰한 결과, 다양한

크기의 불균질한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관찰할 수

있으며(Fig. 2), 조산화아연의 입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입도 7 µm 이고 입도분포는 1.5~30 µm의 범위임을 알

수 있었다(Fig. 2).

제조된 조산화 아연을 XRD로 분석한 결과(Fig. 3),

회수된 조산화아연 중에는 Pb 및 Zn 과 같은 금속성분

뿐만 아니라, K 및 Na과 같은 알카리 원소들의 산화물

과 염화물이 같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펠렛의 크기에 따른 산화배소의 무게변화율을 조사하

기 위하여, 분말상태의 조산화을 사용하여 제조한 3 mm,

10 mm 크기의 펠렛을 실험에 각각 사용하여 산화배소

의 반응속도를 서로 비교하였다. 입도분석결과 조산화

아연의 입자가 다양한 크기로 존재하였으므로 일정한

크기의 펠렛 시편을 제조하여 실험하였다.

실제 조업용 설비조건을 고려하여 Fig. 4와 같이 수

직관상로에 반응관으로 알루미나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산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로의 하부로 대기 중의

공기를 유입시켰으며(Fig. 4, Gas input), 유입되는 공

기에 의해 저울(Sartorius, Max 210 g, Min 0.0001 g)

에 메달려 있는 시편에 영향을 주어 무게 측정 중 오

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기가 유입

되는 튜브로의 하부에 세라믹 볼을 위치시켜 공기 유입

시에 저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Fig. 4). 

또한 저울에 시편을 메달아 무게를 측정하였는데 저

울과 시편을 연결 소재는 고온에서 산화반응이 없는 백

금 와이어를 사용하여 와이어의 산화에 의한 무게 증가

를 최소화 하였다. 

그리고 미리 600oC로 승온시킨 수직 관상로의 내부

로 미리 준비한 시편을 장입한 후에 1200oC 까지 200
oC/hr의 승온 속도로 가열하면 도중에 산화배소에 의해

낮은 비등점 물질들이 기화되는데, 이때의 각 시편 장

Fig. 1. Surface SEM observation of crude-ZnO.

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crude-ZnO.

Fig. 3. XRD analysis of crude-ZnO.

Fig. 4.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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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전후의 전체 중량변화 경향과 구간별 중량변화 경향

을 조사하였다.

또 각 온도 구간별 중량변화율과 낮은 비등점 물질들

의 기화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ED-XRF(Energy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Seiko, SEA2210A)와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Optima

7000DV, PerkinElmer) 분석기를 이용하여 물질들의 상

분석과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XRD(X-ray

Diffractometer; NL/X Pert PRO MPD, PANalytical)

를 사용하였으며, XRD 분석조건은 Cu Ka선(α =

1.54056 Å)으로 2o/min의 주사속도로 2θ = 20 ~ 80o의

범위에서 측정하여 각각의 온도에서 산화배소된 조산화

아연내에 존재하는 불순물의 상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펠렛 크기의 영향

각 펠렛(조산화아연)의 크기별 온도에 따른 중량변화

율을 아래 Fig. 5에 나타내었다.

기화속도의 측면에서 중량감소곡선은 직선이 아니고

특정의 변곡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크

게 Zone I, II, III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것은

비등점이 각각 다른 다수의 낮은 비등점 물질이 시편의

내부에 존재하며, Zone I(600 ~ 800oC)의 영역에서는

각각의 크기별 펠렛의 무게변화율이 거의 없으며, Zone

II(800 ~ 1000oC) 영역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Table 2의 자료를 참고하면 조산화아연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기화온도가 낮은 물질(Zn, ZnCl2,

PbCl2, CdCl2)들이 기화되면서 Zone II 영역에서 무게

변화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또한, 각 펠렛의 크기별 중량감소 변화곡선을 통하여

기화속도는 어느 정도 펠렛 크기에 의존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단, 10 mm 크기의 펠렛에서는 다소 상

이한 경향을 보이며, 약 950oC이하의 영역에서 기화속

도가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10 mm 크기의 펠렛 제조시 첨가한 소량의 수분과의 반

응으로 인해 펠렛 표면에 단단한 피막층이 형성되어 상

대적으로 펠렛 내부에 존재하는 기화 가능한 물질의 이

동이 방해를 받아서 기화속도가 다소 저하된 것으로 사

료되며, 펠렛 내부의 물질은 기화되지 못하고 펠렛의 표

면의 물질부터 기화되어 무게변화율이 950oC 이하에서

는 급격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펠렛의

크기에 상관없이 약 1170oC의 온도영역에서는 일정한

변화율과 무게변화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1차적으로 조산화아연의 산화배소가 종료된 영역

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조업

설비의  구간별 온도를 고려해서, 기화거동을 비교 평

가하였다.

3.2. 배소온도의 영향

Fig. 6은 800oC, 1000oC, 1170oC, 1200oC의 온도에

서 산화배소 후, XRF, ICP로 분석한 원소별 농도변화

를 나타낸 결과이다. 

Zn의 농도는 비례적으로 증가하나, Cl을 포함한 불순

물의 농도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ZnO는

1800oC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도 증기압이 낮기 때문에

Fig. 5. Comparison of temperature effects on the percentage

change in weight.

 Table 2. Volatilization temperature of materials

M.P. (oC) B.P. (oC)

ZnO 1800 -

Zn 420 907

ZnCl2 275 756

PbO 880 1470

Pb 328 1749

PbCl2 501 954

NaCl 801 1413

KCl 776 1500

CdCl2 568 960

Cd 321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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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O에 의한 펠렛의 무게변화에 대한 기여는 아주 작아

서, 1200oC까지는 ZnCl2, CdCl2, PbCl2등 비등점이

낮은 화합물이 우선적으로 기화되어 Zn의 함량이 오히

려 80 %까지 증가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상의 결

과와 마찬가지로 1170oC 이상에서 산화배소가 1차적으

로 거의 종료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7

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등점이 낮은 화합물이 우선적으로

기화하여 중량변화 감소율 역시 1170oC 이상의 온도에

서 감소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Fig. 7에 나타낸 원소들의 농도변화와 동일한 경향을 나

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산화아연의 산화배소온도에 따라 펠렛에 잔

존하는 물질들의 상변화에 관한 XRD 분석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반응초기에 조산화아연 내부에 존

재하는 기화하기 쉬운 ZnCl2와 PbCl2가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기화되어 제거되고, 또한, 상대적으로 비등점이

높은 NaCl과 KCl이 1000oC 영역까지 존재하다가

1170oC 이상의 온도영역에서는 거의 제거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고품위의 조산화 아연의 정

제를 위한 안정적인 산화배소 최적의 온도는 1170oC

이상의 온도영역인 1200oC로 사료된다.

4. 결 론

전기로 제강분진으로부터 분리한 조산화아연을 원료

로 조산화아연 중에 함유된 비등점이 낮은 물질들을 산

화배소공정에 의하여 제거하고, 고순도 산화아연을 제

조하기 위한 시험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1) 조산화 아연의 입자 크기는 평균입경 7 µm 이고

1.5 ~ 30 µm까지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존재하며, XRD

분석결과 ZnO, KCl, NaCl, PbCl2, ZnCl2,등 다양한

화합물들이 존재하였다.

2) 조산화아연내 비등점이 낮은 물질의 기화속도는 펠

렛의 크기에 의존하며, 다양한 비등점이 낮은 물질의 존

재로 온도와 증기압의 차이에 의한 확연한 변곡점을 나

타내며, 950oC 이하의 온도에서는 기화속도가 현저히

느리고 950oC 이상의 온도에서 기화속도가 빠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각 온도 구간별 산화배소결과 조산화 아연 내의

기화온도가 낮은 ZnCl2, PbCl2는 1170oC에서 모두 기

화되어 ZnO 품위를 향상시키며, XRD 분석결과

1170oC에서 KCl, NaCl 역시 거의 기화되어 관찰되지

않았다.

Fig. 6. Effect of temperature on element concentration

change.

Fig. 7. Effect of temperature on weight change ratio.

Fig. 8. XRD pattern of crude ZnO from each roasted

temperature ((a) Raw material, (b) 800oC, (c) 1000oC,

(d) 1170oC, (e) 12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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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산화아연의 산화배소를 위

한 실제조업 공정 설계 시 각 영역별 온도설정 및 기

타 품질관리에 아주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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