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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기로 제강분진은 고철을 전기로에서 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분들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물형태로 포집

된 미세분말로써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기로 제강분진의 효율적인 자원화를 위해서 반응속도론적 기초실험과 Pilot

규모의 생산실험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기로 제강분진은 다양한 구성성분과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Cl과 알카리 성분이 다량으로 존재함에 따라 자원화를 위한 실제 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화합물의 형성이 예상된다. 휘발거동

은 1100oC 영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1250oC 영역에서는 용융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Pilot규모의 실증

테스트의 결과로 얻은 조산화아연과 환원철의 형성거동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로 제강분진의 자원화 플

랜트의 설계 및 조업조건 설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기대된다. 

주제어 : 전기로 제강분진, 반응속도론, 휘발거동, 재활용

Abstract

Electric arc furnace steelmaking dust has various physicochemical properties as volatile components generated in the melting

process of steel scraps in an electric arc furnace, which is captured in oxide form as fine powder by reacting with oxygen in

the air. In order to efficiently recycle these electric arc furnace dust, a kinetic basic experiment and a pilot production test were

carried out in parallel.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electric arc furnace dust contain a large amount of Cl and alkali com-

ponents, thus it was expected that the compounds have a great adverse effect on the actual operation for the recycling. It was

confirmed that the volatilization behavior was progressing actively at 1100oC and the electric arc furnace dust was melted at

1250oC. These results are the same as a result of pilot test for the formation behavior of zinc oxide and reduced iron. These

results should be useful as basic data for designing the recycling plant of the electric arc furnace dust and establishing the oper-

at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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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심각한 환경오염방

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인류의

경제/산업 활동이 지구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오염규제가 강화되면서 폐기

물의 해양투기금지(런던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

동금지(바젤협약) 등으로 폐기물의 자국 내 처리원칙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적 제품제조와 발생된 폐

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하

는 ‘유해폐기물 재활용’ 산업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폐유, 폐유기용제와 함께 3대 지정폐기

물로 분류되고 있는 전기로 제강분진(Electric Arc

Furnace Dust)에 대한 무해화와 재활용에 관한 많은 연

구가 수행되어져 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

내 전기로 제강분진 발생량은 산업경기에 따라서 증감

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매년 약 40

만톤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로 제강분진은 스크랩의 종

류, 제강사의 조업공정, 생산 강종의 종류에 따라서 물

리화학적 특성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스크랩의 용해과

정에서 Zn, Cd, Pb 등과 같은 금속이 우선 휘발하여

대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물형태로 백필터에 포

집된다1). 이러한 전기로 제강분진에는 다량의 중금속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정폐

기물로 분류하여 단순매립을 엄격히 금지하고 무해화

또는 자원화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는 OECD국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아직도 매립 및 아스

콘 충진재로의 사용을 법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에 ZinCox Korea가 RHF Process, Befesa Zinc

Korea[구, (주)한국아연, (주)한국R&M]2)와 (주)황조가

Waelz Kiln Process를 적용한 자원화플랜트를 건설하여

조산화아연(Crude Zinc Oxide)을 생산하게 되었다. 그

러나 아직까지 Zn회수율이 90%를 밑도는 낮은 수준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lot Plant 규모의 Waelz

Kiln Process에서 보다 높은 Zn 회수율을 얻기 위하여

제강분진의 환원휘발거동과 환원기구에 대하여 추가실

험을 실시하였다. 

2. 실험방법

전기로 제강분진의 주성분은 Fe, Zn, Pb 등의 산화

물이며, 일반적으로 이들 원소들의 함유량은 각 제강사

별, 그리고 장입고철의 종류와 조업조건에 따라서 성분

함량이 차이를 나타내었다3). 전기로 제강분진은,

XRF(X-Ray Fluorescence, XRF-1800, Shimadzu),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Optima

7000DV, PerkinElmer)를 사용하여 정량분석을 실시하였

고, XRD(X-Ray Diffractometer, NL/X Pert Pro, PAN-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and actual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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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ytical)를 사용하여 정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조

건은 Cu Kα선(α = 1.54056 Å)으로 2°/min 주사속도,

2θ = 20~80°의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그리고 SEM/

EDX(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6510, Jeol)

로 미세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입도분석을 위해

PSA(Particle Size Analyzer, Mastersizer-2000, Malvern)

을 사용하였으며, TG-DSC(Thermogravimetric Analyzer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Q600/SDT, TA

Insruments)를 사용하여 온도와 시간에 따른 무게변화,

산화안정성 등을 분석하였다. 

전기로 제강분진의 환원휘발거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A 제강사 전기로분진을 기본으로 고체 환원제 역할을

하는 Coke와 염기도 조절을 위하여 석회석을 일정비율

로 첨가하여 직경 10 mm의 구형시편을 제조하였다.

Fig. 1에 제강분진의 환원휘발거동 평가를 위한 실험장

치 의 모식도와 사진을 나타내었다. 실험조건은 환원휘

발을 위해 Coke를 일정비율로 혼합하였으며, 승온속도

는 5oC/min, 반응온도는 950, 1000, 1050, 1100, 1150,

1200, 1250oC에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각 반응온도에

서 휘발거동에 따른 무게감량을 반응속도론적으로 평가

하였다. 이때 알루미나 소재의 수직관상 반응관을 사용

하였으며, 실험로의 하부로 대기 중의 공기를 유입시켰

으며, 유입되는 공기가 전자저울(Sartorius, Max 210 g,

Min 0.0001 g)에 매달려 있는 시편에 영향을 주어 무게

측정 중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

직반응관의 하부에 세라믹 볼을 위치시켜 공기유입

이 무게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편은 백금와이어를 사용하여 전자저울에 매달

았다4,5).

3. 결과 및 고찰

3.1. 전기로 분진의 특성

전기로 제강사별로 발생되는 제강분진의 화학조성 평

가를 위해 국내의 대표적인 5개사의 제강분진을 수집하

여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아래 Table 1에 나타내

었다.

이때 입수한 전기로 제강분진은 각사의 전기로에서

조업날짜를 달리해 10개의 Sample을 입수하여 분석한

평균치를 나타낸 것으로 전기로 제강사별로 큰 성분함

량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유가금속인 Zn, Fe성분의

함량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6). 한편 국내 제강분진

중에는 유럽과 일본의 제강사의 제강분진에 비하여 공

통적으로 다량의 Cl성분과 알카리 성분(Na, K 등)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전

기로 제강분진의 재자원화과정에서 저온의 온도영역에

서 휘발하는 염화물의 형성으로 실제조업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회수된 제품의 순도를 저하시키는 인

자로 작용하게 된다. Fig. 2에 A사의Sample에 대한

X-ray 회절패턴을 나타내었다. 주 peak는 ZnO·Fe2O3

(Zinc Ferrite), ZnO이었으며, KCl과 같은 알카리 염화

물도 일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상 및 미세구조 분석을 위한 SEM/EDS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전기로 제강분진은 고철의 용융과

정에서 휘발성분들이 재산화 과정에서 고체화 되어 포

집된 물질이므로 대부분 구형의 입자형상을 나타내었고

크기는 일정한 분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each company EAFD (wt%)

T.Fe Zn Pb Cl CaO SiO2 Al2O3 Mn K Na C

A사 42.18 13.22 1.24 4.19 1.96 7.46 1.74 2.24 1.74 0.95 4.63

B사 27.00 26.51 2.09 5.69 3.69 2.28 1.83 2.33 1.96 0.90 5.09

C사 14.03 32.06 2.69 9.14 8.37 4.49 2.00 1.19 3.39 1.73 3.41

D사 24.65 24.77 1.63 6.49 6.87 4.41 1.30 1.59 2.43 0.74 1.89

E사 32.23 10.71 0.27 2.55 8.97 7.34 1.61 5.00 3.73 - 5.15

Fig. 2. Phase analysis by X-ray pattern of EA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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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DS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미량의 성분원

소들이 산화물 및 염화물의 복합화합물 형태로 존재하

며, Zn은 주로 Fe화합물인 Zinc Ferrite나 산화아연

형태로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Sample의 평균

입자 크기는 2 μm였으며, 10 μm 이하의 크기범위에서

불균일한 형태로 분포하고 있음을 아래 Fig. 4에 나타

낸 입도분석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인 열분석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산화성

분위기에서 20oC/min 승온속도로 상온에서 1350oC까지

승온하였다. 약 350oC 영역에서 제강분진 내에 존재하

는 수분에 의한 중량 감소를 나타내었고, 500~900oC

영역에서 6.5% 정도의 급격한 중량감소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소량 존재하는 알카리성 원소와 할로겐 화합물

이 휘발함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후 1000oC 이상

영역에서의 변화는 소량의 탄소성분의 연소에 따른 결

과로 사료된다. 

3.2. 전기로 제강분진의 환원휘발거동 평가

전기로 제강분진의 환원반응 기구를 조사하고자 입수

한 Sample중에서 A사의 전기로 제강분진을 기본원료로

선정하여, 고체 환원제 역할을 하는 Coke와 염기도 조

절을 위한 석회석을 일정비율로 첨가하여, 직경 10 mm

의 구형의 Pellet을 제조하였다. Table 2에 각 원료의

화학조성을 나타내었다. 염기도(CaO/SiO2)는 2.0, Zn

환원휘발을 위한 C함량은 2당량으로 맞추어 일정비율

로 배합하였으며, 승온속도는 5oC/min에서 반응온도조

건은 950, 1000, 1050, 1100, 1150, 1200, 1250oC에

Fig. 3. Microstructure analysis of EAFD.

Fig. 4. Particle size analysis of EA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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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반응온도에 따른 무게감

량을 조사하여 환원휘발거동을 속도론적으로 평가하였다.

Fig. 6의 결과와 같이 각 온도에 따라서 확연한 중량

변화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온도에 따른

전기로 제강분진 내의 원소 및 화합물의 환원휘발반응

의 속도의 차이에 의한 결과이다. 또한, 일정온도 이상

에서는 초기 중량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거의 안정화되는 경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거동은 1050oC 이상영역에서 확연히 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비등점이 낮은 알칼리

및 염화물의 휘발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온도와 시간에

따른 결과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200 sec내의 반응초기

에 얻어진 무게감량의 측정결과를 구체적으로 Jander의

반응속도식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7).

그래프가 정확한 직선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고체-고

체 반응과정에서 Pellet의 표면의 반응생성물의 두께가

반응입자의 반경에 비하여 작고, 반응 전후의 체적변화

가 거의 없는 최기반응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다

음에 Jander’식을 나타내었다.

[1 − (1 − X)1/3]2 = kt

X : 전환율, k : 겉보기 상수(1/sec), t : 시간(sec)

각 온도별 반응 후의 시편의 외형을 비교하여 Fig.

8에 나타내었다. 대표적으로 1100oC에서는 활발한 휘발

이 진행되었으나, 반응의 진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과 같

Fig. 5. Thermal analysis of EAFD.

Table 2. Each matrial composition of reduction experiment (wt%)

T.Fe Zn Pb Cl CaO SiO2 Al2O3 Mn K Na T.C

EAFD 42.18 13.22 1.24 4.19 1.96 7.46 1.74 2.24 1.74 0.95 4.63

Coke - - - - 1.00 3.31 1.82 - 0.32 - 87.90

Limestone - 0.14 - - 54.55 0.56 0.21 - - - -

Fig. 6. Weight change curve for eac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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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면에 Whisker형태의 물질이 형성되었다. 이는 실

험장비 특성상 충분한 가스배출이 되지 못한 실험장치

의 한계도 반영되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1250oC에서는

일부 시편이 용융되어 탈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설정온도가 너무 높아서 발생된 결과로 예측되며

이러한 거동은 실조업의 조업온도설정에 중요한 참고사

항이라고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이상의 실험결과들을

바탕으로 염기도 2.5, 조업온도 1,150~1,200oC, 체류시

간 4시간의 최적조업 조건을 설정하였고, 실증화 설비

를 Fig. 9와 같이 구성하였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먼저 상기 A 제강사 입수 제강분진

과 코크스, 그리고, 염기도 조절을 위한 석회석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Pellet을 제조하고, 실증화 설비에 장

입하여 조업한 결과물에 대한 사진을 Fig. 10에 나타내

었다. 환원 휘발된 성분들은 가스상에서 재산화되거나

염화물 형태로 입자화 과정을 거쳐 백필터에 포집되어

조산화아연(Crude Zinc Oxide)으로 회수할 수 있었으며,

Fig. 7. Kinetic analysis by Jander's equation.

Fig. 8. Shape change of samples for each temperature.

Fig. 9. Test equipment for demonstration.

Fig. 10. Shape of Pellet, Crude ZnO, Reduce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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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Clinker 형태의 환원철로 분리 회수 할 수 있

었다. 이들 조산화아연은 아연제련을 위한 원료로 적용

가능하며, 환원철은 시멘트산업이나 기타 Fe-source로

활용가능하다. 백필터에 포집되어 회수한 조산화아연의

특성 평가를 위해 입도와 미세구조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Fig. 11과 12에 나타내었다. 평균입도는 약

7 μm이고 입도 분포폭이 좁고 최대 입자 크기가

2~40 μm로 상당한 미분말로 존재하였다. 이는 가스상의

Zn이 재산화 과정에서 고체화되면서 미세한 분말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미세구조를 살펴보면 침상의 입

자들이 응집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흡습성이

강한 염화물들이 공기 중의 수분을 흡습하면서 입자간

의 응집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EDS 분석 결과 아

연산화물과 일부 염화물이 주로 알카리 화합물로 구성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회수한 조산화아연은 그 자

체로도 아연제련용 원료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알

카리 및 할로겐 화합물이 불순물 형태로 포함되어 있으

므로 제품의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처리

공정이 필요하다.

Fig. 13은 회수된 환원철에 대한 XRD결과이다. 결과

와 같이 환원철의 결정구조는 Fe산화물 형태로 이루어

져 있었으며 소량의 CaO, Al2O3 등이 함유되어 있었

다. CaO는 염기도 조절용으로 첨가한 Limestone의 영

향이며, Al2O3는 전기로 분진내 존재하는 일부 Al2O3

와 로내 내화재에서 일부 고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

료 내부에 포함되어있던 아연 및 알칼리 금속과 화합물

을 형성하고 있는 염화물 등은 사전 특성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환원 휘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8). 

회수된 조산화아연과 환원철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이 반응 전·후의 회수율에 대해 평가를 하였다.

Table 3에 반응물(Pellet) 및 생성물(조산화아연 & 환원

철)의 화학 조성을 나타내었다. 반응 전 Pellet 내에 함

유되어 있던 Zn 및 Pb 그리고 KCl, NaCl과 같은 염

화물은 대부분 환원휘발 되어 Bag Filter에서 회수되었

고, Discharge Housing으로 배출된 환원철은 다양한

Fig. 11. Particle size analysis of Crude ZnO.

Fig. 12. Microstructure analysis of Crude ZnO.

Fig. 13. Phase analysis by X-ray pattern of Crude Z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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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산화물 및 CaO 및 SiO2 그리고, 화합물 형태로 생

성되었다. 주요 원소인 Zn과 Fe의 반응 전·후에 대한

분석 결과, 반응 전 Pellet 내에 함유되어 있는

8.61%Zn 함량은 반응 후 환원철에 약 0.14% 존재하였

으며 이는 다음의 식에 의한 계산 결과 약 98% 이상

휘발되어 Bag Filter에 회수됨을 예상할 수 있다.

Zinc 제거율(%) =  

4. 결 론

전기로 제강분진은 고철을 전기로에서 녹이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가스가 재산화되면서 포집된 미세분말로써

각기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바 효율적인 자원화를 위한

특성분석과 추가적인 실증 테스트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전기로 제강분진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다양한 구성성분과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면, 공

통적으로 Cl과 알카리 성분이 다량 존재함에 따라 자원

화를 위한 실제 조업상황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합물의

형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 상기 성

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설비 구성이나 조업에서 이점을

고려한 설계 및 운영이 요구된다.

2) 휘발거동의 간단한 분석결과 일정온도이상에서 급

격한 무게변화를 나타내며, 1050oC 이상의 영역에서부

터 일정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되는 거동을 나타내었다.

이는 상기 온도영역에서 실조업과 동일하게 비등점이

낮은 물질들의 충분한 환원휘발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3) 1100oC 영역에서 활발한 휘발반응이 진행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250oC 영역에서는 용융

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추가적인 실증 테스트의 결과로 얻은 조산화아연

과 환원철은 상기 특성평가의 거동에 부합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전기로 제강분진의 재자원화

를 위한 상세 설비 설계 및 조업 방향설정에 유용한

기본 자료로써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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