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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멘트 공정에서는 산업부산물 및 생활폐기물 적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이들 폐기물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염소 바이패스 더스트의 주성분은 칼륨과 염소이며, 소량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폐기물 재활

용 측면에서, 염소 바이패스 더스트 내 중금속 제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염소 바이패스 더스트를 용해하여

제조되는 염화칼륨 내 중금속 제거 실험을 진행하였다. 최적의 중금속 제거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증류수 함량, 침

전제 투입량을 제어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된 염화칼륨 분말 내 존재하는 중금속 종류·함량 등을 분석하였다. 침

전제 투입량 증가에 따라 중금속 Pb의 함량이 감소하였다. A더스트와 증류수의 배합비 1:2, 침전제(NaOCl) 3%, B

더스트와 증류수의 배합비 1:2, 1:3.5, 침전제 3% 조건에서 중금속 Pb, Cd 및 As가 모두 불검출 되었다. 

주제어 : 바이패스 더스트, 염화칼륨, 중금속, 폐기물 재활용

Abstract

Many problems are occurred by using industrial by-product and municipal solid waste in the cement manufacturing process.

The main components of chlorine by-pass dust generated by the use of the wastes are K+, Cl−, and a slight amount of heavy

metals is also contained. In terms of waste recycling,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heavy metal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xperiments for the removal of heavy metals from KCl which was produced by chlorine by-pass dust were conducted. In order

to find optimum conditions for the removal of heavy metals, we have controlled the amount of water and precipitator. The type

and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in KCl were analyzed. The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decreased as amount of precipitator

increased. The heavy metals such as Pb, Cd, and As were not detected in dust A and B, when the mixing ratios between dust

A(B) and water were controlled to be 1:2 (1:2, 1:3.5) with the addition of 3% precipitator (NaO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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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멘트 산업은 대량의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국내·외에서는 재활용 폐기물의 자원순환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멘트 산

업에서는 부원료 및 보조연료로 폐기물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폐기물 사용량 증가로 인해 공정부산 더스트 발

생량이 증가하고 있다1-3). 공정부산 더스트(바이패스 더

스트)의 주요성분은 알칼리와 염소, 칼륨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4,5). 특히 알칼리와 염소 성분은 킬른 동체 내

부 코팅 또는 링을 형성하여 원료 이송을 방해한다. 또

한 다량의 염소, 알칼리 등은 시멘트 품질 저하의 원인

이 된다6,7). 이를 위해 염소 바이패스 시스템을 구축하

는 추세이며, 이는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공장 내에서 재

활용하고 있다. 국내 더스트의 중금속 함량은 0.05~1%

이내이나 일본의 경우 산업부산물 및 생활폐기물의 사

용량 증가로 중금속 함량이 최대 6% 전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8). 이미 일본에서는 염소 함유 폐기물의 시멘

트 원료화 처리방법 및 처리장치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중금속, 알칼리 및 염소 등이 제거된 슬러지를 원료화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슬러리 여과액의 중금속 제

거 과정에서 응집제 또는 킬레이트제, 환원제의 첨가 후

전해 처리를 한다는 단점이 있다9). 본 연구에서는 슬러

리 여과액에 중금속 침전제만을 첨가하여 중금속 산화

물을 형성 및 제거하였다. 

염화칼륨의 주요 생산국은 캐나다(Canpotex), 러시아

(BPC) 등이다, 염화칼륨의 주 수요처는 농업용 비료이

며, 공업용으로는 전기 분해 등의 공정을 거쳐 가성 칼

륨, 탄산 칼륨 등 칼륨계 제품을 만드는데 이용된다9,10).

염화칼륨은 국내 광산이 전무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스트로부터 염화칼륨을 생산하

면 수입대체효과, 자원재활용, 매립비용 절감 등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염화칼륨 제조 방법으로

는 더스트와 증류수를 혼합 ·용해한 후 여과·건조하여

염화칼륨 결정으로 석출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여

과액에는 납(Pb), 비소(As), 카드뮴(Cd)의 중금속 성분

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염화칼륨 사용을 위해 중금

속은 Pb 3 mg/kg, As 1.5 mg/kg, Cd 0.3 mg/kg 이하

수준이 되어야 한다10). 본 연구에서는 증류수의 함량,

중금속 침전제의 투입량에 따른 중금속 함량을 분석·검

토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염화칼륨 제조를 위해 국내 S사 시멘

트 공장의 염소 바이패스 더스트를 사용하였다. 증류수

사용시 더스트의 용해 특성을 이용하여 염화칼륨 제조

실험을 진행하였다. 더스트와 증류수 배합 시 더스트는

50g을 사용하였으며 더스트와 증류수의 배합은 질량기

준으로 1:1.5, 2, 2.5, 3, 3.5, 4로 제어하였다. 또한 용

해 시 온도는 15 ± 3oC 수준이었다. 혼합된 슬러리를

30분간 교반하여 슬러지와 여과액을 분리하였다. 분리

된 1차 여과액에 중금속 침전제(NaOCl) 혼입 후 10분

간 교반하였으며, 이 후 미교반 상태로 10시간으로 유

지시켰다. 최적의 중금속 제거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중

금속 침전제 투입량을 제어하였다. 배합별 중금속 침전

제 투입량은 더스트 무게 기준 1%, 1.5%, 2%, 2.5%,

3%였다. 이를 재여과하여 2차 여과액을 얻었으며,

120oC에서 항량될 때까지 건조 후 염화칼륨을 수득하

였다. 

더스트 및 회수한 염화칼륨의 물리·화학적 특성분석

을 위해 결정상과 미세구조 및 화학성분 분석을 진행하

였다. X-선 회절기(D8 ADVANCE, BRUKER社)로 결

정상 분석을, 주사전자현미경(EM-30, COXEM社)으로

입자형상 분석을,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광도계(720-

ES, VARIAN社)로 화학성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출발원료 분석

더스트는 전기로 내 투입되는 연료 종류에 따라 성분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더스트를 각각 두 종류(A,

B)로 구분하였다. 더스트 종류별 특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화학성분 및 결정상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

한 결과를 Fig. 1과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결정상

분석 결과 더스트 종류에 관계없이 주결정상은 KCl과

CaO로 분석되었다. 이는 염소 바이패스 더스트가 시멘

트 공정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CaO 함량이 높게 나타났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화학분석 결과 A 더스트

에서는 Ca 함량이 K 함량보다 약 1.1배 높게 검출되

었으며, B 더스트에서는 K 함량이 Ca 함량보다 약

1.9배 높게 검출되었다. 이는 전기로 내 투입되는 원료

및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더스트의 성분 차이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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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2. 제조된 염화칼륨의 화학성분 분석

염소 바이패스 더스트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염화칼륨

내 중금속 제거 실험을 진행하였다. 더스트와 증류수의

배합비, 중금속 침전제 투입량에 따른 중금속 함량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더스트와 증류수의 배합비 1:1.5,

2, 2.5, 3, 3.5, 4의 조건으로 실험하였다. 먼저 1차 여

과액에 중금속 침전제인 NaOCl 용액을 첨가하였으며,

침전제 투입량은 더스트 투입량 기준 1%, 1.5%, 2%,

2.5%, 3%로 제어하였다. 이에 따른 염화칼륨 내 중금

속 Pb, As, 및 Cd의 화학분석 결과를 Table 2와 3에

나타내었다. 중금속 침전제 투입량 증가에 따라 염화칼

륨 내 중금속 Pb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As과 Cd은 불검출 되었다. 이는 침전제 사용에 따라

식 (1)과 같이 여과액 내 중금속 Pb의 산화반응에 의

한 중금속 침전으로 인해 제거된 것으로 판단된다11,12).

PbO + NaOCl → PbO2 + NaCl (1)

A더스트의 경우, 더스트와 증류수 배합비 1:2, 침전

제 3% 조건에서 중금속(Pb, Cd, As) 함량은 모두 불

검출 되었다. B더스트의 경우, 더스트와 증류수 배합비

1:2, 1:3.5 침전제 3% 조건에서 중금속 Pb, Cd, 및

As은 모두 불검출 되었다. 배합비율 1:2 조건에서 더스

트는 과포화상태이고 슬러리의 점도가 짙으므로 여과시

중금속이 제거되어 불검출된 것으로 사료되었다. 배합

비율 1:3.5 조건에서도 더스트가 과포화상태로 증류수

에 충분히 용해되었으며, 침전제 투입량도 적절하여 중

금속이 불검출된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는 가장 우수한

중금속 침전효과를 나타내는 조건으로 도출되었다. 중

금속 기준은 Pb 3 mg/kg, As 1.5 mg/kg, Cd 0.3 mg/

kg으로 토양 오염 우려 기준보다 낮은 함량이며, 중금

속이 제거된 염화칼륨의 중금속 함량은 이를 모두 충족

하였다. A, B dust의 염화칼륨 내 중금속 Pb의 함량은

각각 0.2251 mg/kg, 0.1360 mg/kg 이하 수준이었으며,

중금속 As과 Cd은 모두 불검출 되었다. 또한 중금속

침전제 투입량이 1% 이상일 경우 중금속 Pb은 충분한

제거가 이루어졌으며, 중금속 기준에도 적합하였다. 더

스트를 증류수에 용해 ·여과시 중금속 Pb는 여과액에

일부 잔류하며, Pb 이외의 중금속 As와 Cd은 여과시

Fig. 1. Results of XRD analysis of (a) dust A and (b) dust B.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by-pass dust (dust A and B)  (Unit : wt%)

Comp. SiO2 Al2O3 CaO MgO Fe2O3 K2O Na2O SO3 Cl-

A dust 15.26 5.19 27.89 1.28 3.31 25.29 0.52 1.20 13.48

B dust 15.20 3.08 17.33 0.96 2.18 32.08 0.38 2.41 20.19

※ A dust : Pb 4451 ppm, Cd 167 ppm, As 11 ppm, Cu 75 ppm, Hg 0.001 ppm (N.D), Cr 9 ppm 

※ B dust : Pb 2392 ppm, Cd 93 ppm, As 8 ppm, Cu 16 ppm, Hg 0.001 ppm (N.D), Cr 14 ppm 

※ N.D : 0.001 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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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되었다. 이는 앞선 설명과 같이 1차 여과액에 침전

제를 투입하여 주로 PbO2 형태의 산화물로 침전시킨 후

2차 여과시 제거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12,13). 더불어 증

류수 증가에 따른 더스트 용해량 증가로 많은 침전제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KCl produced using dust A

 (Unit : mg/L)

Dust/Water 

Ratio
NaOCl(%) Pb Cd As

ref. 0 90.3183

N.D N.D

1 : 1.5

1 0.2251

1.5 0.1312

2 0.1211

2.5 0.1187

3 0.0582

1 : 2

1 0.0210

1.5 0.0199

2 0.0173

2.5 0.0138

3 N.D

1 : 2.5

1 0.0869

1.5 0.0814

2 0.0800

2.5 0.0591

3 0.0516

1 : 3

1 0.0216

1.5 0.0141

2 0.0138

2.5 0.0120

3 0.0039

1 : 3.5

1 0.2186

1.5 0.2062

2 0.1486

2.5 0.1091

3 0.0399

1 : 4

1 0.0429

1.5 0.0402

2 0.0309

2.5 0.0108

3 0.0099

※ N.D : 0.001 ppm 이하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KCl produced using dust B 

(Unit : mg/L)

Dust/Water 

Ratio
NaOCl(%) Pb Cd As

ref. 0 34.0

N.D N.D

1 : 1.5

1 0.0678

1.5 0.0674

2 0.0631

2.5 0.0233

3 0.0167

1 : 2

1 0.0153

1.5 0.0117

2 0.0096

2.5 0.0066

3 N.D

1 : 2.5

1 0.1360

1.5 0.0854

2 0.0715

2.5 0.0706

3 0.0551

1 : 3

1 0.0249

1.5 0.0183

2 0.0171

2.5 0.0147

3 0.0132

1 : 3.5

1 0.0257

1.5 0.0197

2 0.0178

2.5 0.0147

3 N.D

1 : 4

1 0.0195

1.5 0.0183

2 0.0183

2.5 0.0165

3 0.0126

※ N.D : 0.001 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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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공정상 증발 단계에서 비

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더스트와

증류수의 적절한 배합비가 요구된다. 

3.3. 제조된 염화칼륨의 결정상 분석

중금속 제거실험 조건에서 중금속 침전제(NaOCl) 투

입량에 따른 결정상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Fig. 2에 나타내었다. A 더스트의 염화칼륨 수용액은

중금속 침전제 투입량에 따른 결정상의 큰 차이는 없었

으며, KCl 결정만이 주피크로 나타났다. 더스트에 존재

하는 중금속은 미량이므로 결정상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3은 A, B 더스트로부터 제조된 염화칼륨

으로, 더스트와 증류수의 배합비가 1 : 4, 3% NaOCl

(침전제) 조건에서 얻어진 KCl 결정상 분석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Fig. 1에서와 같이 더스트 원료 내 주결정

상은 KCl과 CaO였으나, Fig. 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2차 여과 후 얻어진 염화칼륨의 주 결정상은 KCl

이였다. 

3.4. 염화칼륨의 미세구조 분석

더스트와 염화칼륨의 입자 형상 분석을 위해 SEM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미세구조 분석결과를 Fig. 4와 5

Fig. 3. Results of XRD analysis of KCl produced form dust A and B.

Fig. 2. Results of XRD analysis of KCl obtained when the

amount of NaOCl changes from 0% to 3%.

Fig. 4. Microstructure of Dust 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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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다. A, B 더스트와 증류수의 배합조건은 각

각 1 : 2, 1 : 3.5이며, 침전제는 3% 조건의 샘플을 분석

하였다. 더스트의 입자 형상은 대부분 부정형으로 존재

하였으며, 입자는 불균일한 구조로 관찰되었다. 반면에

염화칼륨의 입자는 육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KCl의 결정구조인 정방정계 결정구조를 갖는 보고와 일

치하였다13). A, B 더스트를 원료로 사용하여 회수한

염화칼륨 미세구조에서 대부분 육면체 구조가 관찰되었

으며, 이들 입자 형상에 큰 차이는 없었다. 이는 A, B

더스트로부터 제조된 염화칼륨 내 중금속 Pb의 농도가

각각 0.001 ~ 0.2251 ppm, 0.1360 ppm으로 극소량 존재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더스트는 작은 입자들

부터 작은 입자들이 결합된 큰 입자까지 나타났으며, 염

화칼륨의 입자 크기는 더스트 입자보다 큰 경향을 보였

다. 이는 증발에 의한 결정생성과 함께 입자성장이 일

어난 것으로 사료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염소 바이패스 더스트로부터 중금속을

함유하지 않은 KCl을 제조하기 위한 다양한 변수실험

을 실시하였다. 특히 증류수 함량과 중금속 침전제의

투입량 등을 제어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였다.

1) 중금속 침전제 투입량 증가에 따라 2차 여과 후

제조된 KCl 내 중금속 함량이 감소하였다. 이는 중금

속 침전제인 NaOCl 용액과 1차 여과액 내 중금속 Pb

이 반응하여 일부 산화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A 더스트와 증류수 배합비 1 : 2, 침전제 3% 조건

에서, B더스트와 증류수 배합비 1 : 2, 1 : 3.5, 침전제

3% 조건에서 중금속 Pb, Cd과 As은 모두 불검출 되

었다. 배합비율 1 : 3.5 조건에서 중금속은 대부분 침전·

제거되어 최적배합조건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이, 중

금속 침전제 투입량 증가에 따라 중금속 Pb 제거량도

증가하였다.

2) A, B 더스트의 용해 후 얻어진 1차 여과액으로부

터 제조된 KCl 분석결과 중금속 Pb의 함량이 각각

90.3183 ppm, 34.0 ppm이고, 1차 여과액에 중금속 침전

제 1% 이상 사용 후 얻어진 2차 여과액으로부터 제조

된 KCl 분석결과 중금속 Pb의 함량이 각각 0.2251

ppm, 0.1360 ppm 이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금속

제거 기준 대비 중금속 침전제 투입량 1% 이상의 조건

에서 충분한 중금속 Pb의 제거가 이루어졌다. 이는 중

금속 기준에도 적합한 농도이며, 제조된 염화칼륨의 사

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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