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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순환유동층 보일러에서 보일러 내의 탈황을 위해 사용되는 국내 석회석 5종의 탈황반응성을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해서 
TGA (Thermogravimetric analyzer)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석회석 시료들의 CaCO3 함량은 91-96 wt%이
었으며 실험 조건은 상용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운전 조건과 유사한 850 ℃의 온도와 2,750 ppm의 SO2로 하였다. 실제 
순환유동층 반응기 내에서 진행되는 보일러 내의 탈황을 모사하기 위하여 탈황제인 석회석의 소성과 탈황 반응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일반적인 탈황 반응과 달리 소성과 탈황 반응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또한 37.5, 90.5, 159, 356, 
750 µm의 평균 입도를 가지도록 석회석을 분류하여 석회석의 입도에 따른 탈황 반응성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석회석
의 소성 탈황 동시 반응에서 측정된 탈황 결과는 기존의 석회석 탈황 결과보다 5-20% 정도 낮아 석회석의 로내 탈황
에 더 많은 석회석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Abstract
In order to analyze and compare the desulfurization characteristics of five different kinds of domestic limestons, a thermogravi-
metric analyzer (TGA) was used in this study. Calcium carbonate contents of the domestic limestone varied from 91 to 96 
wt%. Experimental temperature and sulfur dioxide concentration of 850 ℃ and 2,750 ppm, respectively were selected to simu-
late commercial operation conditions. In this study, the calcination and desulfurization reaction of limestones were simulta-
neously occurred and investigated to simulate in-situ desulfurization reaction in commercial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ors. In addition, desulfurization reactivities of limes having the average particle sizes of 37.5, 90.5, 159, 356 and 750 
µm were investigated. Desulfurization reactivities via simultaneous calcination and desulfurization reactions were 5-20% lower 
than those of using general desulfurization reactions.

Keywords: circulating fluidized bed (CFB), desulfurization, calcination, limestone, 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

1)1. 서    론

최근 유연탄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석유 가격의 변동에 따른 석탄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기존에 널리 이용되지 않았던 저등급 석탄과 

황성분이 많아 독성 폐기물로 단순 처리되던 석유코크스가 에너지 생

산에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저등급 석탄 및 석유 코크스의 이용을 

위하여 고효율의 운전이 가능한 순환유동층 보일러가 각광받고 있다. 

저등급 연료들의 이용 증가는 순환유동층 보일러를 통해서 배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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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입자상 물질 등의 환경오염 물질들의 배출 증

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구하여 이용

할 수 있는 석회석을 이용한 로내 탈황의 증가와 석회석의 사용량 증

가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연료와 반응기에 따른 최적의 

효율을 얻지 못하여 보다 많은 양의 석회석이 사용되고 있다[1-3]. 이

에 따라 석회석의 탈황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찾는 연구는 매

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석탄 발전 중 탈황법은 탈황제를 보일러 내에 직접 주

입하여 탈황하는 방법과 배기가스 중에서 처리하는 습식법과 건식법 

등의 배연 탈황법으로 나눌 수 있다[4]. 순환유동층 보일러는 탈황제

를 보일러 내에 직접 주입하는 탈황 방법으로, 추가적인 탈황공정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 보일러 내부에서 연료의 연

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SOx를 제거하기 위한 탈황제로서 석회석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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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sition(wt%)
 Sample

CaCO3 MgCO3 SiO2 Al2O3 Fe2O3 Others

A 95.03 1.56 1.04 0.30 0.23 1.79 

B 96.39 1.40 0.68 0.14 0.18 1.01

C 91.28 4.81 0.92 0.29 0.53 2.18

D 92.85 1.51 0.83 0.29 0.33 4.19

E 93.24 4.39 0.45 0.10 0.82 1.00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Domestic Limestones

Particle size range (µm)
Limestone (g)

A B C D E

0-75 23.1 53.6 46.6 20.5 56.2

75-106 8.6 9.3 24.0 17.6 22.8

106-212 22.4 18.2 14.1 28.8 12.5

212-500 42.1 17.6 13.9 13.0 7.5

500-1000 3.5 0.4 0.4 14.0 0.6

Total 99.8 99.0 99.0 99.3 99.6

Average Particle size (µm) 228.2 123.0 114.3 221.0 92.9

Table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Domestic Limestones

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소성반응과 탈황반응이 진행된다.

 ↔  (1)

  

 ↔ (2)

연소 중 발생하는 SO2는 생석회로 분해된 CaO와 반응하여 CaSO4

의 형태로 제거된다. 탈황 반응에 적합한 최적의 탈황온도는 800∼

850 ℃로 알려져 있으며[2,3,5], 그 이상의 고온에서는 탈황제 표면에

서 소결(sintering) 현상이 발생하여 SO2 제거효율이 저하되고, 800 ℃

이하의 저온에서는 탈황반응속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6]. 석회석의 탈황 반응성이 탈황 반응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보일러 내의 온도 및 압력, 고체 순환속도, 층밀도, 가스와 고체의 체

류시간 및 로의 높이 등과 같은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다양한 조업 변

수들도 반응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9]. 이는 소성 과

정에서 일어나는 CO2 배출과 순환유동층 보일러 내에서의 입자, 내부 

벽과의 마모로 인하여 석회석의 균열과 마모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석회석의 표면적이 변화되어 탈황 반응에 도움을 주게 된다[10,11]. 

석회석의 순환유동층 내에서의 탈황 반응에 대한 연구들은 석회석

의 소성 과정과 탈황 과정을 분리하여 연구되어 왔다[4,7,12]. 그러나 

상용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내부에는 이미 연료의 보일러 인해 발생된 

SO2가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은 CaCO3가 CaO로 전환되는 소성 반응

이 종료되기 전에 탈황 반응을 통해 CaSO4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기존의 실험방법은 탈황제인 석회석의 소성이 완료된 상태

에서 SO2와 반응하게 되어 실제 상용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환경을 정

확하게 모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석회석의 탈황 반응도 과장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환유동층 보일러 내의 운전 조건에서 서로 

다른 CaCO3 조성과 표면적을 지니는 국내 석회석 시료들의 탈황 반

응성을 열중량 분석기(TG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일반적으

로 이용되는 소성이 된 석회석의 탈황 반응실험과 동시 반응 실험 결

과들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더불어 석회석의 입자 크기를 분류하여 

입도별 석회석의 탈황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실    험

2.1. 석회석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로내 탈황에 적합한 석회석 시료들의 탈황 특

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조성과 성상을 가지는 5종의 국내 석

회석 시료들을 이용하였다. 사용된 시료들은 강원도, 충청북도 지역의 

석회석 광산들에서 채굴되어 상용 탈황 공정에 이용되고 있다. 실험에 

사용한 석회석 시료들의 조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면 시

료들의 CaCO3 함유량은 모두 90 wt% 이상으로 일반적인 순환유동층 

용 석회석 기준치를 만족시켰다. 또한 입도별 탈황반응성을 비교 및 분

석하기 위하여 석회석을 0-75 µm (37.5 µm), 75-106 µm (90.5 µm), 

106-212 µm (159 µm), 212-500 µm (356 µm), 500-1,000 µm (750 µm)

로 구분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Table 2는 상용 순환유동층 보일러에

서 쓰이는 석회석의 입도분포도 및 평균 입자 크기를 나타내었다. 표에

서 보면 평균 120-230 µm의 입도를 가지며 빠른 반응을 위하여 대부분 

500 µm 이하의 입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실험에 사용한 

석회석의 비표면적과 기공은 BET (BELSORP-max, MicrotracBEL 

Corp.)를 이용하여 기체 흡착(Gas adsorption)법으로 측정하여 Table 3

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면 비표면적은 0.17-0.63 cm2g-1이었으며 평

균 기공 지름은 30-40 nm의 사이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2. 실험

순환유동층 보일러 내의 탈황 반응의 운전 조건과 비슷한 조건에서 

석회석 시료들의 탈황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반응

성 연구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열중량 분석기(TGA N-1000, 신코)를 

이용하여 석회석의 소성 및 탈황 반응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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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estone Specific surface area (cm2g-1) Mean pore diameter (nm)

A 0.45527 29.92

B 0.43899 30.776

C 0.63143 30.208

D 0.17693 40.15

E 0.41335 30.358

Table 3. The Specific Surface Area and Mean Pore Diameter of Domestic 
Limestones

(a) Desulfurization after calcination

(b) Simultaneous calcination and desulfurization

Figure 1. Desulfurization experiment method of limestone.

Figure 2. Profiles of weight changes in Exp. 1 and Exp. 2.

용한 배가스 조성은 상용 순환유동층 보일러에서의 고유황 연료의 연

소 조건을 모사하여 2,750 ppm의 SO2, 10%의 O2로 고정하여 이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Figure 1에서 보듯이 실험 조건을 두 가지로 나

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석회석의 탈황 특성 분석을 위해 일

반적으로 이용되는 방식으로 질소 또는 공기 조건에서 석회석 시료를 

1차 소성 시킨 후, 배가스를 주입하여 탈황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소 및 공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상온에서 850 ℃까지 

20 ℃/min의 승온 속도로 반응을 진행하였다. 석회석은 700 ℃에서 

소성이 되며 850 ℃에 도달하게 되면 10 min의 소성 조건을 유지하여 

반응을 종결시켰다. 이후 모사 배가스(2,750 ppm의 SO2, 10%의 O2)로 

전환하여 150 min 동안 탈황 반응을 유지하였다. 두 번째 실험 방법은 

초기부터 모사 배가스를 주입하여 석회석의 소성 및 탈황 반응이 동

시에 일어나도록 진행한 것이다. 이는 실제 순환유동층 보일러 내에

서 석회석이 탈황에 이용되는 환경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소성 및 

탈황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동시에 진행되었다. 

석회석의 탈황 특성은 탈황 전환율을 통해서 분석되었다. 본 연구

에서의 탈황 전환율은 TGA의 내에서의 소성 및 탈황 반응에 따른 무

게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다음 식 (3)과 

같이 계산하였다.





 
  


 (3)

여기서  : 탈황제의 전환율

 : 이론적 최대 CaSO4 무게

  : 소성 반응에 따른 시료의 이론적 최저 무게

  : TGA 내의 CaSO4 생성에 따라 증가되는 시간 t에서의 

시료 무게

식에서 보듯이 탈황 전환율은 석회석 내의 CaCO3가 모두 소성되어 

100% 탈황 반응에 참여할 경우의 이론적인 무게 증가량과 시간 t에서

의 탈황 반응에 따른 무게 변화량의 비로서 정의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소성 및 탈황 동시반응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탈황을 위해 사용되는 석회석의 탈황 연구들

[3-5]을 보면, 석회석의 기초 반응 특성은 소성과 탈황 반응을 분리하

여 각각의 반응성을 고찰하거나 소성된 석회석을 이용하여 측정되었

다. 따라서 순환유동층 보일러에 석회석이 투입되어 소성과 탈황이 

동시에 진행되는 실제 조업과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 이에 

국내에서 공급되는 석회석 시료들의 탈황 반응성을 보일러 내의 환경

과 동일하게 소성과 탈황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실험하였으며 이 결과

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TGA 반응 온도는 상용 순환유동층의 최적 

조업 온도인 850 ℃로 고정하였으며 상온에서부터 20 ℃/min의 승온

속도로 TGA 온도를 상승시켰다. 

기존 연구 방법과 동일하게 질소 분위기 하의 소성 반응과 반응 가

스를 전환시켜 탈황 반응을 고찰한 Exp. 1의 결과들을 보면, 700 ℃ 

영역에서 2-3 min 사이에 소성 반응이 빠르게 진행되고 이후 가스를 

전환하면서 탈황 반응에 따라 무게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비해 소성

과 탈황을 동시에 진행시키기 위하여 반응 초기부터 모사 배가스를 

이용한 Exp. 2의 경우를 보면, Exp. 1과 비슷한 온도 영역에서 소성 

반응이 시작되나 소성 반응이 완료되기 전에 모사 배가스 내에 포함

되어 있는 SO2와 소성된 석회석이 반응을 시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석회석의 소성 반응은 석회석 시료 내의 균열을 일으켜 표면적

과 공극을 크게 증가시킨다. Exp. 1의 경우, 배출될 수 있는 CO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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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estone 
avg. size (µm)

Conversion ( - )

A B C D E

Exp. 1 Exp. 2 Exp. 1 Exp. 2 Exp. 1 Exp. 2 Exp. 1 Exp. 2 Exp. 1 Exp. 2

37.5 0.80 0.53 0.69 0.46 0.80 0.68 0.46 0.40 0.49 0.36

90.5 0.58 0.50 0.59 0.43 0.79 0.64 0.33 0.24 0.49 0.37

159 0.36 0.34 0.44 0.35 0.36 0.27 0.23 0.15 0.41 0.38

356 0.18 0.14 0.31 0.22 0.22 0.17 0.17 0.15 0.22 0.14

750 0.09 0.04 0.19 0.08 0.16 0.13 0.28 0.13 0.28 0.17

Average conversion 0.40 0.31 0.44 0.31 0.47 0.38 0.29 0.21 0.38 0.28

Table 4. Average Conversion of Limestone Samples

(a) Exp. 1

          

(b) Exp. 2 

Figure 3. Desulfurization conversion of limestone A.

100% 배출됨으로써 석회석 내의 균열 증가와 이로 인한 표면적 및 기

공의 증가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식 (2)의 탈황 반응이 진행하게 된다. 

이에 비해 Exp. 2는 CO2가 100%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황 반응

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소성되지 않은 

CaCO3가 남게 되어 탈황 전환율이 낮게 된다. 

순환유동층 로내 탈황을 위하여 주입되는 석회석은 일반적으로 1 

mm 이하 입도의 석회석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순환유동층 층물질

의 평균 입도로 알려진 200-300 µm의 입도를 가지도록 조절하여 주

입하고 있다[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석회석의 입도 크기에 따른 탈

황 특성을 고찰하였다. 석회석의 입도별 탈황 전환율을 Figure 3에 나

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면 Exp. 1과 Exp. 2에서 석회석의 입도가 작아

질수록 식 (3)으로 구한 탈황 전환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석회석의 입도가 작아질수록 표면적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석

회석의 탈황 반응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다[9]. 또한 모든 입도에서 소

성과 탈황이 동시에 진행되는 Exp. 2의 탈황 전환율이 Exp. 1의 탈황 

전환율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석회석의 입도가 

500 µm 이상인 석회석의 경우, Exp. 1과 Exp. 2 모두에서 탈황 전환

율이 0.2 이하로 나타나 석회석의 표면에서 CaSO4가 형성되어 많은 

양의 미반응 CaO가 내부에 남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7]. 따라서 보일

러 내의 탈황을 위하여 1 mm 이하 입도의 석회석을 사용하는 순환유

동층 보일러에서 500 µm 이상의 입도의 석회석들은 마모에 의해서 

입도가 분쇄되지 않으면 탈황에 큰 효과를 주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순환유동층의 비산으로 인해 최대한 저감시키는 100 µm 

이하의 입도들은 최대 전환율은 0.8 이상으로 주입되는 양이 대부분 

탈황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탈황 전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석회석의 입도를 최대한 낮게 유지해야 하나 순환유동층의 

운전을 위해서는 200 µm 이상의 입도를 가진 석회석을 사용하게 되

어 보일러 내의 탈황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석회석의 탈황 특성

뿐만 아니라 입도를 중요한 인자로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2. 석회석에 따른 탈황 전환율 비교

국내에서 공급되는 다양한 성상의 석회석들의 탈황 전환율을 TGA

에서 분석하여 Figure 4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보듯이 국내에서 

공급되는 석회석 시료들은 대부분 CaCO3의 함량이 90 wt% 이상으로 

순환유동층 로내 탈황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만 D 석회석은 기타 성분이 다른 석회석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Figure 4에서 보면 비교적 균일한 조성을 지닌 석회석들

이나 탈황 전환율은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석

회석의 조성과 소성 과정에서의 비표면적 및 기공 크기가 서로 다르

기 때문이다[9]. 그리고 Exp. 2의 탈황 전환율이 Exp. 1의 탈황 전환율

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어 순환유동층의 로내 탈황 조건에서는 모두 

탈황 전환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입도별 석회석 시료들의 탈황 전환율을 실험별로 정리하여 Table 4

에 나타내었으며 상용 순환유동층의 주입 입도에 대입한 평균 탈황 

전환율을 Figure 5에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 보면 Exp. 1의 탈황 전

환율이 Exp. 2의 탈황 전환율보다 모든 크기 및 모든 석회석 시료들에

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용 순환유동층의 입도 분포를 가정하여 

계산한 평균 탈황 전환율을 보면 0.47에서 0.21 사이의 값을 가지고 



561국내 석회석들의 소성 탈황 동시반응 특성

Appl. Chem. Eng., Vol. 26, No. 5, 2015

(a) Exp. 1

(b) Exp. 2 

Figure 4. Desulfurization characteristics of limestones.

Figure 5. Average desulfurization conversions of limesotnes.

Figure 6. The relationship between desulfurization conversion and 
specific surface area.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5에서 보면 Exp. 1의 평균 탈황 전환율

은 0.29에서 0.47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0.4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값을 기준으로 탈황제 투입을 위해 적용되는 Ca/S를 

계산하면 2.5 값을 가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적

용되는 Ca/S 비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1,6,10]. 이에 비해 Exp. 

2의 값은 0.21-0.38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어 최적의 탈황을 위해서는 

3 이상의 Ca/S비를 가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실제 상용 순

환유동층 보일러의 운전 결과와 유사하다[14]. 석회석별로 살펴보면 

A 석회석은 Exp. 2의 탈황 전환율이 0.09가 낮으며 B 석회석은 0.13, 

C 석회석은 0.09, D 석회석은 0.08, E 석회석은 0.10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석회석 시료들의 비표면적과 탈황 전환율과의 관계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면 비표면적이 증가할수록 탈황 전환율이 증

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석회석 내의 탈황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

여하는 CaCO3의 양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탈황 전환율의 차이

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Jammulamadaka et al.[15]은 낮은 확

산 저항을 가진 석회석의 탈황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발표하였

다. 기공 지름이 가장 크지만 비표면적이 작은 D 석회석이 낮은 탈황 

전환율을 보였으며, 비표면적과 기공 지름이 큰 C 석회석이 가장 높

은 탈황 전환율을 나타내었다. A 석회석과 D 석회석을 비교분석하였

을 때, A 석회석은 비표면적이 두 번째로 크고, D 석회석은 기공 지름

이 가장 크다. 하지만, A 석회석이 D 석회석보다 탈황 전환율이 우수

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석회석의 탈황반응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Lee et el.[11]은 석회석의 소성반응 시 CO2의 배출에 

영향으로 인하여 석회석에 기공이 증가하고 비표면적이 넓어져 탈황 

반응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석회석 5종의 탈황 특성을 열중량분석기(TGA)

를 이용하여 보일러 내의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소성 및 탈황 반응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석회석의 입도가 작아질수록 탈황 전환율은 증가하

였으며 최대 0.8 이상의 값을 가졌다. 석회석의 탈황 전환율은 입도에 

따라 0.09-0.8까지 폭넓은 분포를 가졌으며 순환유동층 주입 입도로 계

산한 평균 전환율은 0.21-0.47의 범위로 나타났다. 소성 및 탈황 반응을 

분리할 실험에 비해 소성 및 탈황이 동시에 진행된 실험에서는 탈황 

전환율이 0.08-0.1 정도 낮아 순환유동층 로내 탈황을 위한 Ca/S 비가 

3 이상이 되어야 탈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CaCO3 함량이 90 wt% 이상이어도 소성 반응에 따른 비표면적의 차

이로 인해서 탈황 전환율이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보

일러 내의 탈황을 위한 석회석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석회석의 조성뿐

만 아니라 소성에 따른 비표면적 변화, 입도별 탈황 전환율 등의 자료

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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