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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순환유동층보일러형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의 재활용을 위해 석회석 미분말과 CFBC 비산재를 이용하여 0.2∼0.4 ㎜

크기를 가지는 석회계 흡수제를 제조하였다. 석회계 흡수제에 소석회를 소량 혼합한 결과 칼슘실리케이트 성분이 입자 표면에 형성

되어 강도가 향상되었으며, 탈황특성을 비교한 결과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로내탈황용 석회석보다 약 10% 정도 높은 전환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탈황 흡수제로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순환유동층 석탄재, 비산재, 석회 조성물, 결합재, 로내탈황

Abstract

For the recycling of coal ash from the domestic circulating fluidized bed boilers, a lime-based sorbent with 0.2~0.4 mm size

was prepared by using limestone powder and CFBC fly ash. Mixing a small amount of slaked lime in the lime-based absorbent

lead the formation of calcium silicate on the surface of the particle and the strength of absorbent particle was improve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desulfurization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the conversion rate was about 10% higher than that of

commercially available limestone desulfurization used in the furnace, which is confirmed that it can be used as a desulfurization

absorbent.

Key words :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ash, Lime composition, Binders, In-furnace desulfurization

1. 서 론

순환유동층보일러(Circulating Fluidized Bed Com-

bustion, 이하 CFBC)에서의 탈황은 연소가 진행되는 동

안 석회석과 석탄을 적당한 비율로 집진기에 주입시켜

연료 중 황 성분을 제거하는 건식탈황 설비로, 기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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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탄연소보일러(Pulverized Coal Fired Boiler, 이하

PC)와 달리 연소단계에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1). 순환유

동층보일러의 로내탈황 공정은 탈황제를 연소공기와 함

께 투입하는 방식으로 850~950oC 내외의 고온 환경에

서 우수한 탈황성능을 제공하는 석회석을 주로 사용한

다. 현재 국내 순환유동층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

는 석회석의 입자크기는 0.1~1.0 mm 내외이며, 분쇄 후

20% 이상 발생되는 0.1 mm 이하의 석회석 미분말은

매립 및 폐기되고 있다2). 따라서 최근 자원, 에너지 절

약 및 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때 석회석 미분말

의 재활용 기술은 필수적이다.

탈황반응 후 생성되는 CFBC 석탄재는 유리 석회

(Free CaO)와 무수석고(CaSO4) 함량이 풍부하고 자기

경화(self-hardening)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CFBC 석

탄재의 50% 정도는 시멘트 ·콘크리트 분야, 페이스트

채움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며,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비용(2~3만원/톤)을 지급하면

서 처리하고 있다3,4). 시멘트 ·콘크리트 분야의 경우, Li

(2012)5) 등은 개질된 CFBC 석탄재를 사용한 혼합시멘

트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CFBC 석탄재를 최대 30%

까지 혼합하여도 중국 산업 규격에서 규정한 시멘트 강

도(42.5 MPa) 발현이 가능함을 보고하였으며, Nguyen

(2014)6) 등은 슬래그와 CFBC 비산재를 혼합하여 제조

한 시료의 28일 압축강도가 75 MPa 수준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분야에 재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의 경우 2016년에 CFBC 석탄재를 콘크리트 혼화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KS L 5405(플라이애시) 규정을 개

정하였다7). 페이스트 채움재 분야의 경우, Shon

(2010)8) 등은 CFBC 석탄재를 사용하였을 때 기존의

고 유동 채움재(Controlled low-strength materials)에

비해 응결속도 촉진 및 강도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Siriwardane (2003)9) 등은

CFBC 석탄재(47%)와 물(48%), 그리고 소량의 벤토나

이트(5%)를 사용하여 제조한 샘플을 현장에 적용하여

성능을 평가한 결과 수압식 채움재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재활용되지 못하는 CFBC 석탄재

의 경우 향후 매립장 부족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 문제

가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활용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10). 

본 연구에서는 On-site 환경에서 탈황용 석회석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석회석 미분말과 CFBC 석탄재, 그리

고 소량의 소석회를 첨가하여 로내 탈황용 석회 흡수제

를 제조하였으며, 일반 탈황용 석회석 대비 성능을 비

교 분석하여 탈황 흡수제 용도의 재활용 가능성을 검토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탈황 반응성

석회석의 탈황 반응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SiO2를 함유한 비산재(fly ash)와 소석회(Ca(OH)2)를 물

과 반응시켜 흡수제를 제조하는 것으로, Jozewicz

(1988)11) 및 Kim (1998)12) 등은 소석회와 비산재를

물속에서 반응시키면 다공성이며 흡습성이 큰 칼슘실리

케이트(이하, calcium silicate) 층이 비산재 입자 표면

에 형성되고, 탈황 반응성이 일반 소석회보다 2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2.2. 황화 반응된 흡수제의 XRD 정량분석

황화 반응된 흡수제는 CaCO3, CaO, CaSO4로 구성

된 혼합상 구조로 되어 있으며, 혼합상 내의 각 성분에

대한 회절 강도는 다음 식 (1), (2),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3). 

(1)

(2)

(3)

여기서 I는 X-선 회절 강도, R은 X-선 회절 각도,

K는 상수, μ는 선형 흡수계수이다. 또한, C는 흡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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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3.1. 시료 

석회석은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

는 동해-삼척지역(DH) 및 제천-단양지역(DF, DD)에서

채광되는 석회석 3종으로, 파분쇄 후 탈황용 석회석으

로 사용되지 못하는 d90 = 100 μm 이하의 미분말을 사

용하였다. 비산재는 국내 강원지역에 소재한 CFBC형

발전소에서 발생한 시료를 사용하였으며, 소석회는

Sigma Aldrich (USA) 사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Ca(OH)2

는 96%, CaCO3는 3%이며, Cl, SO4, Cu, Fe, Pb 성

분 등이 1% 미만을 나타내었다.

Table 1은 X-선 형광분석기(XRF, Primus 2, Rigaku,

Japan)와 가스밀도측정기(Accupyc 1330, Pro-Tech,

Korea)를 활용하여 석회석 3종의 물리, 화학적 특성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석회석의 경우 DF, DD 시료는

CaO가 54% 이상, MgO가 0.2% 미만으로 확인되어

국내 배연 탈황용 석회석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준(SPS-KLIC-004-775, 2015)에 적합한 것을 확인하

였다. 그러나 DH 시료는 CaO가 51.45%, SiO2가

3.27%로 확인되어 로내탈황용 석회석 품질에는 충족하

지만, 습식탈황용 석회석 품질기준(CaO > 53%, SiO2 <

2%)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석회석 3종

의 밀도는 평균 2.75 g/cm3로 측정되었다.

Table 2는 CFBC 비산재의 물리화학적 특성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화학분석결과 CaO는 23.2%, SiO2는

28.2%로 전체 중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SO3는

3.7%로 확인되어 KS L 5405 (플라이애시)의 기준

(SiO2≥45%, CaO≤10%, SO3≤3.5%)에는 모두 적합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4). 특히 CaO가 주 성분

으로 나타난 것은 석탄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황 성분

을 제거하기 위해 로 내 석회석을 첨가하였기 때문이며,

탈황 공정 이후에도 석회성분이 비산재 내에 다량으로

잔재하여 상대적인 SiO2, Al2O3, Fe2O3의 함량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15). LOI (Loss on Ignition)는 일반적

으로 2~10% 정도로 나타나며 비산재의 품질이나 연소

조건에 따라 다르다. 본 실험은 KS 규격(KS L 5405)

에 기준하여 측정하였으며 재현성 실험을 위해 5회 반

복 실험 후 평균값을 계산한 결과 28.8%로 높게 나타

나 실제로는 상당량이 CaCO3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14). 밀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PC형 석탄재 밀

도는 1.9~2.4 g/cm3의 범위였으나, CFBC 비산재는

Table 1. Compositions of limestone samples analyzed by X-ray fluorescence (XRF) and density

Samples
Compositions (wt.%) Density

(g/cm3)CaO SiO2 Al2O3 Fe2O3 MgO

Limestone

DH 51.45 3.27 1.19 0.34 0.39 2.75

DF 55.28 0.73 0.08 0.03 0.01 2.76

DD 54.07 1.45 0.66 0.19 0.17 2.75

Table 2. Compositions of CFBC fly ash analyzed by X-ray fluorescence (XRF) and density

Sample
Compositions (wt.%) Density

(g/cm3)CaO SiO2 Al2O3 Fe2O3 MgO SO3 K2O TiO2 MnO BaO LOI

CFBC 

Fly Ash
23.20 28.20 15.00 20.00 7.20 3.75 0.97 0.90 0.29 0.17 28.80 3.10

Fig. 1. XRD patterns of CFBC fly 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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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g/cm3로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15). 

Fig. 1은 X-선 회절분석기(XRD, D/MAX 2500V/

PC, Regaku, Japan)를 활용하여 CFBC 비산재의 결정

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 결정질의 SiO2 피크

(2θ = 20.8, 26.6) 및 비산재에 존재하는 CaO가 CO2와

반응함으로 인해 CaCO3 피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

에도 Ca계 화합물인 CaO, CaSO4와 Fe2O3, Al6Si2O13

피크도 확인되었다. 

3.2. 석회계 흡수제 제조

석회석 미분말을 로내탈황 공정에 활용함과 동시에

높은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무기첨가제를 이용하여 석

회계 흡수제를 제조하였다. 흡수제 제조를 위한 실험 장

치는 2 L 유리 반응기를 활용하였으며 석회석 400 g,

CFBC 비산재 75 g, 소석회 25 g, 물 200 g을 투입하였

다. 반응기에 투입된 시료는 500 rpm으로 제어하여 2시

간 동안 교반하였다. 이 반응기를 사용하여 제조된 석

회계 흡수제는 105oC에서 24시간 동안 건조시켰으며,

건조 완료된 시료는 체가름 시험기(Sieves Shaker,

GC-213, Korea)를 활용하여 0.2~0.4 mm로 분급 후

기포형 유동층 반응기를 활용한 고온건식 탈황실험에

적용하였다. 

3.3. 유동층 탈황 실험장치 및 방법

탈황용 석회석 제품과 제조된 석회계 흡수제의 성능

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유동층보일러의

로내탈황 환경과 유사한 실험실 규모의 반응장치를 제

작하였다. 반응장치는 크게 가스 공급장치, 기포 유동층

반응장치, 가스분석장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Fig. 3은

유동층 탈황 실험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보일러의

연소실 온도 분위기를 구현하기 위해 튜브형 전기로를

이용하여 베드 및 상승관을 950 oC까지 예열한 후 온도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이때 투입되는 반응가스

(2000 ppm SO2, 10% CO2, N2 balance)의 경우 1.5

ℓ/min (SO2+CO2 mixing gas/Air balance), 산화용

공기(Air)는 0.025 ℓ/min로 고정시켜 실험을 수행하였

으며 가스분석기(GSR-1000, Sensoronic, Korea)로 주

입되는 SO2 농도가 일정해질 때까지 유지시켰다. 각 시

료의 탈황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초기 유량과 혼합가

스의 농도를 측정한 후 운전 조건별로 탈황용 석회석과

석회계 흡수제 시료를 투입하였으며, 반응 후 배출되는

혼합가스의 농도를 가스분석기로 자동 계측하였다.

4. 실험결과

4.1. 물리화학적 특성 

Fig. 4는 탈황용 석회석 및 석회계 흡수제의 결정 분

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탈황용 석회석의 경우

CaCO3 피크(2θ = 29.4)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소량의 CaMg(CO3)2 및 SiO2 피크도

확인되었다. 반면, 석회계 흡수제의 경우 결합재로 사

용된 CFBC 비산재로 인해 탈황용 석회석 대비

CaMg(CO3)2 및 SiO2 피크가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Fig. 2. A schematic diagram of the bubble fluidized bed type

desulfurization reactor.

Fig. 3. Experinmental method of in-furnace desulfurization

in the bubble fluidized bed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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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O3의 주 피크(2θ = 29.4) 왼쪽에 소량으로 확인되는

피크(2θ = 29.26)는 calcium silicate로 확인되었다. 

Fig. 5는 건조 완료된 석회계 흡수제를 촬영한 것이

며, 흡수제 내에 함유되어 있는 SiO2, CaO 등이 용출

된 후 calcium silicate 수화물을 형성하여 조직을 치밀

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

종 모두 경화성을 띠는 것을 확인하였다16). Fig. 6은

전계방사형 주사전자 현미경(SEM, S-4300, Hitachi,

Japan)을 사용하여 석회계 흡수제의 미세구조 형상을 나

타낸 것이다.

SEM 분석 결과 길쭉한 막대 형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CFBC 비산재 및 소석회로 확인되었으며 표면에

Fig. 4. XRD patterns of raw material samples.

Fig. 5. Photographs of lime absorbents. 

Fig. 6. SEM images of lime absorb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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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어 있는 것은 XRD에서 소량으로 확인된 결정구

조를 가진 calcium silicate로 판단되었다17-19). 

4.2. 기포 유동층 반응기를 활용한 탈황 특성 

Fig. 7은 탈황 반응 후 흡수제의 미세구조 형상을 촬

영한 것이다. SO2 반응 후 탈황용 석회석 및 석회계

흡수제 모두 표면에서 소결(sintering)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황화 반응(sulfidation) 후 생성된

CaSO4 결정으로 인한 기공막힘(pore plugging) 현상도

확인하였다.

Fig. 8은 반응시간에 따른 탈황용 석회석 및 석회계

흡수제의 SO2 전환율 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 초기 전

환율은 6개 시료 모두 90% 이상으로 높았으나 탈황

유지시간은 석회계 흡수제가 탈황용 석회석보다 긴 것

으로 나타났다. 90% 이상 전환율을 유지하는 시간은

탈황용 석회석은 약 15분, 석회계 흡수제의 경우 DD는

20분, DF, DH는 30분으로 측정되어 석회계 흡수제가

탈황용 석회석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Fig. 7. SEM images of samples after desulfurization reaction.

Fig. 8. SO2 conversion of samples in reaction time at 30 min.

Fig. 9. XRD patterns of samples after reaction time at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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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는 탈황 반응 후 석회석 및 석회계 흡수제의

결정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원 시료에

서 나타난 CaCO3의 주 피크(2θ = 29.4)가 발생되지 않

았는데, 이는 950 oC 반응기 내에서 시료 내 CaCO3

성분이 CaO로 완전 소성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탈황 반응 후 CaO의 주 피크(2θ = 37.1)는 감소되고

CaSO4의 주 피크(2θ = 25.5)가 증가하였는데 탈황반응

시 CaO와 SO2가 반응하여 CaSO4가 생성되기 때문

이다.

Table 3은 CaO에서 CaSO4로의 생성전환율 증가를

확인하기 위해 XRD 결정분석 결과를 Rietveld 법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Rietveld (1969)20)

법은 XRD 결정 분석 결과를 정량화하는 일반적인 분

석 기법이다. CaSO4로의 생성 전환율을 계산한 결과

탈황용 석회석 3종은 9.3~10.4%, 석회계 흡수제 3종은

14.5~19.2%로 나타나 원시료 대비 5% 이상 증가하였

다. 그리고 DF 시료의 전환율은 19.4%로 탈황용 석회

석 대비 약 10% 정도 높은 결과를 나타내 로내 탈황

용 석회계 흡수제로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국내 순환유동층보일러형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

재의 재활용을 위해 석회석 미분말과 CFBC 비산재 등

을 이용하여 로내 탈황용 석회계 흡수제를 제조하였으

며, 기포형 유동층 반응기를 활용한 탈황 성능평가 및

효율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시료의 물리화학적 분석결과 석회석의 경우 로내

탈황용 품질에 충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FBC 비산재의 경우 탈황 공정 이후 석회성분이 비산

재 내에 다량으로 잔재하여 CaO 함량이 높고 상대적으

로 SiO2, Al2O3, Fe2O3 함량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기포형 유동층 반응기를 활용하여 반응시간에 따

른 시료의 SO2 전환율을 나타낸 결과 초기 전환율은

모두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30분 후 전환율

은 석회계 흡수제가 탈황용 석회석보다 약 20% 정도

높게 나타났다.

3) Rietveld 법을 이용한 정량분석 결과, 탈황 반응

후 CaCO3 및 CaO에서 CaSO4로의 생성 전환율은 본

연구에서 제조한 석회계 흡수제가 기존 탈황용 석회석

보다 약 10% 높게 나타나, 로내 탈황용 흡수제로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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