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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청정석탄발전기술 중 하나인 순환유동층보일러(CFBC)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국내외 로내탈황 기술개발 현황과 국내외 유동층보

일러용 석회석의 탈황특성 연구현황을 조사하였다. 석회석계 탈황제는 고온탈황특성이 우수한 원소 중 하나로 850-950oC 내외에서

최적의 탈황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탈황시험방법에 따라 흡수제 표면의 격막의 확산반응, 입자의 크기, 기공의 수량, 크기 및

구조에 의한 탈황공정의 효율성을 결정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대형 순환유동층형발전소의 본격적인 가동에 따라 석회석의 광상

학적, 결정학적 특성 및 소성특성과 연계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고온건식탈황, 순환유동층보일러, 탈황제, 석회석, 산화칼슘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at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furnace desulfurization and desulfurization characteristics of

limestone for fluidized bed use depending on the technology for CFBC one of the CCPs. Limestone-based desulfurizing agent

is one of the superior elements which are optimal at around 850-950oC on high temperature desulfurization. And effectiveness

of desulfurization process can be determined by the desulfurization experiment method such as diffusion reaction of the dia-

phragm of the absorber surface, the size of the particles, the pores of the quantity, size and structure. And, desulfurization effi-

ciency depending on geological and crystallographic properties and calcination process of limestone needs additional research

in the future.

Key words : High temperature dry desulfurization,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CFBC), Desulfurizating agent, 

Limestone, Calcium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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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가스 오염물질 중 하나인 H2S,

SO2, SO3와 같은 황산화물은 화석연료에 포함된 유황

성분에 의해 발생하며 대기중에 다량 노출될 경우 호흡

기 관련 질병 및 산성비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순환유동층보일러(Circulating Fluidized Bed Com-

bustion, CFBC)형 발전기술은 기존 미분탄연소보일러

(PC)와 달리 연소단계에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등

의 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청정석탄기술

(CCPs)로 1940년경부터 원유로부터 FCC (Fluid Catalytic

Cracking) 촉매에 의한 가솔린의 제조를 위한 석유정제

공정에 이용되어 왔으며 1979년 Hans Alstom Lab.에

서 15 MW급 상용공정 적용에 성공한 이후 34개 이상

의 국가에서 발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1)

우리나라는 1980년도 후반부터 주요 중공업분야 기

업(현대, 삼성, 대우, SK 등)을 중심으로 Foster Wheeler,

Alstom 등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왔으며 최근까지 스

팀생산 등을 위한 보일러용 등으로 약 30여기가 운영

되고 있다. 국내 발전용 유동층보일러는 2013년 이후

World Bank가 시행하는 ‘The Energy Sector Directions

Paper’ 및 유럽투자은행(EIB)의 탄소배출기준(EPS:

Emissions Performance Standard) 시행에 대응하는 극

복기술로 대형화, 고효율화, 연료다변화를 위한 기술개

발로 추진되고 있으며 1999년 동해화력발전소에 2기의

200 MW급 CFBC 보일러가 운영된 이래 340 MW,

500 MW급 Large scale CFBC 발전소 및 100 MW급

바이오매스 활용 발전소(당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2)

Fig. 1은 현재 발전용으로 운영되거나 건설중에 있는 국

내 유동층보일러의 현황이다.3)

순환유동층보일러의 로내탈황공정은 탈황제를 연소공

기와 함께 투입하는 방식으로 800 ~ 950oC 내외의 고온

환경에서 우수한 탈황성능을 제공하는 석회석을 주로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보일러내 탈황제의 유동화 시간

과 연계된 탈황제의 입도제어, 연소가스내 황산화물 농

도와 연계한 Ca/S 비율 제어 등을 통해 황산화물의 농

도를 제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발전용량 및 규모의 대형화, 저등급탄(아역청

탄 및 갈탄) 및 고수분탄의 활용을 위한 연소로내 초초

임계압 기술 등 CFBC형 발전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의무 활용제도 등의 정책규제 강화 및

CFBC 기술보유 국내기업의 국내외 발전시장 진출에 따

라 고성능의 CFBC용 로내탈황 공정기술, 탈황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기존의 국내 고온건식

탈황제 연구는 주로 Zn, Cu, Mn계의 재생식 탈황제

분야에 연구가 집중된 관계로 국내산 로내탈황용 석회

석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여건과 품질확보를 위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Fig. 1. Status of Fluidized Bed Combustion Power pla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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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순환유동층보일러용 고

온건식 탈황제인 석회석의 고온건식 탈황반응모델의 고

찰을 통해 전반적인 이론적 이해를 돕고, 탈황효율을 결

정하는 인자별 특성을 Bench Scale에서 적용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내외 순환유동

층보일러형 발전기술과 연계할 수 있는 로내탈황용 석

회석의 성능 개선 연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순환유동층보일러형 화력발전 기술

유동층 기술은 기포유동층과 순환유동층 기술로 분리

되며 기술적 단계가 이미 성숙단계에 도달하였고, 순환

유동층방식의 경우 500 MW급까지 상업화 단계에 이르

고 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 및 아시아 지역은 석탄을

이용한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나, 서유럽 및

북유럽 지역은 기포유동층과 함께 바이오메스 및 폐기

물의 연료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4)5)

유럽의 경우 Fig. 2와 같이 CFBC 메이커를 중심으

로 기술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Mestro Power 사는

BFB (Bubble Fluidized Bed)에서 (a) 도시쓰레기(MSW)

및 고형연료(RDF) 연소기술을 개발하였으며, (c) 코크

스 사용이 가능한 160 MW급 103 bar 531oC 임계형

기술을 2005년에 상용화하였다. Alstom사는 (b) 340 MW

급 가압유동층연소기술을 확보하여 2006년 이탈리아에

서 상용화 하였으며,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의 일환으로

순산소 연소(Oxyfuel combustion) 순환유동층보일러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500 MW 급 및 1000 MW

급 CFBC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Foster Wheeler사는

(d) 2004년 557 MW급 초임계 CFBC를 상용화 하였으

며, 2009년 (e) 966 MW 규모의 초초임계형 CFB 보

일러를 상용화 하였다.6)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DOE)가 주도하는 ‘Vision21:

The zero emissions power plant of the future’는 발전

산업분야에서 환경오염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청

정석탄기술데모프로그램(Clean Coal Technology Demo

Program)의 일환으로 고온건식 탈황연구가 진행되었다.

2005년 JEA Large-Scale CFB Combustion Demons-

tration Project는 275 MW급 CFBC형 연소로에 고온건식

반응과 반건식 반응이 혼용된 공정이 실증화 되었다.7,8)

그리고, 2007년 고수분탄용 석탄건조기술과 연계한 유

동층 건조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9)

국내의 경우 1994년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전

력연구원이 주도하는 대체에너지과제(G7)의 일환으로

유동층연소기술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고온건식 탈황제 기술개발을 위

해 전력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및 대학에서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재생특성과 탈황특성이 우

수한 Zn, Fe, Cu계 탈황제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왔다.

Fig. 3은 로내 탈황반응시 분위기 온도에 따른 탈황제

별 이론적 최대 효율값이다.10) 기존에 광범위한 분야에

Fig. 2. Fluidized bed combustion technology of european manufact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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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하고 있는 Ca계의 경우 청정석탄발전기술(IPCC,

CFBC, CCS)과 연계된 고온건식 탈황기술개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3. 로내탈황용 석회석의 탈황속도 및 탈황효율

유동층 연소기술은 반응기의 압력조건에 따라 상압식

과 가압식, 반응기내 고체입자들의 유동화 속도에 따라

기포유동층(Bubbling type)과 순환유동층(Circulation

type)으로 나뉜다. 연소실 Unit의 구조에 따라 Alstom

type, Lurgi type, SGP-Studsvik type 등이 있으며, 연

소기술의 분류에 따른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주요

CFBC 보일러 제작사별 설계특성은 Table 2와 같다. 

유동층보일러용 탈황제는 약 850oC 내외의 고온반응

조건에서 황산화물을 흡착하는 반응이 필요하며 약 11

종의 원소가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Fig. 3과 같이 일부 원소(Zn, Ca, V)만 효율적인 탈황

성능을 제공하며 아직까지는 수급안정성과 경제성을 고

려할 경우 Ca계 탈황제가 가장 높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회석에 의한 로내탈황 반응은 아래 반응식 1-1의

소성반응(Calcination), 1-2,3과 같은 단계적 탈황반응

및 2-1,2와 같은 2단계 불균질반응(Two phase hetero-

geneous reaction)이 고온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

다. 이러한 각 반응단계는 반응기의 온도, 반응기내 가

스의 조성, 석회석의 입자 크기 및 단계별 반응특성 등

에 많은 영항을 받는다.

• [CaCO3 Calcination, about 850oC] 

CaCO3 (s) → CaO (s) + CO2 (g)  

Fig. 3. Desulfurization potential of candidate solids.

Table 1. Classification of Fluidized bed boiler

Pressure
Operation

pressure
Type & Characteristic Technical level

Volume

(MW)

Atmospheric
Under

air pressure

AFBC Low Flow rate, Small Power Producers Industry 10-20

CFBC Fast flow rate, Particle Circulating Industry Power plant 30-500

Pressurization 10atm
PFBC Heavy scale, Non Particle Circulating Power plant 70-300

PCFBC Development stage Power plant

Table 2. Characteristics of Fluidized bed boiler manufacturer

Spec. Alstom Studsvik Foster Wheeler Battelle / Rieley Lurgi

Coal size, (mm) 10-20 0-25 0-25 <7

Limestone size, (µm) 100-300 100-1000 100-200

Primary air/Total air (%) 50 45 40 40-50

Recycling type Loop seal V-valve J-valve 기계식 valve Loop seal

External Exchanger X O O O O

Flow rate, (m/s) 5-6 6-8 10 5-9

Local balancing control ratio 3 : 1 - 4 : 1 3 : 1 - 4 : 1 3 : 1 - 4 : 1 3 : 1 - 4 : 1 3 : 1 - 4 : 1

Local balacing control rate, (%/min) 5 5 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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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H=182.1kJ/gmol (1-1)

• [CaO Desulfurization, about 450 oC] 

CaO + SO2 → CaSO3 (1-2)

• [CaO Desulfurization, above 740oC] 

CaO + SO2 + 1/2O2→ CaSO4 

ΔH=-481.4kJ/gmol (1-3)

• [Desulfurization in the absence of Oxygen, 

above 830oC] 

4CaSO3 → 3CaSO4 + CaS (2-1)

• [CaS oxidized to CaSO4, above 830oC] 

CaS + 2O2 → CaSO4 (2-2)

석회석에서 CO2가 방출되는 것은 반응영역에서의

CO2의 압력과 반응물의 온도 함수에 따라 진행되며, 반

응표면이 수축됨에 따라 오버랩되고 있는 CaO 입자의

쉘(Shell)이 생성되는 수축핵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11) 석회석의 소성시간은 광물의 2차원적 단면

적 형상에 따른 계수값에 따라 (두께)2으로 증가하며 고

유한 열전달계수 및 열전도도의 영향을 받는다.12) 석회

석의 소성반응은 기-고 계면사이에서 일어나는 열전달

속도와 미반응표면에서 분리된 CO2가 계면까지 이동하

는 확산속도가 소성반응속도를 결정한다.13-16)

소성반응은 석회석내의 CaCO3가 열에 의해 CaO와

CO2로 분해/방출되는 반응이며, 아래 식 3-1과 같이 일

반적인 상압에서의 소성반응의 평형상수는 CO2의 몰분

율에 의해 결정된다. 즉, 소성반응은 기상중의 CO2농도

(분압)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CO2의 농도가 증가할수

록 반응을 저해하므로 전체적인 탈황효율을 감소시키

게 된다. 아래 식 3-2은 CO2가 다수 포함된 분위기

환경에서의 CaCO3와 CaO의 반응표면에서의 화학반응

에 의한 반응속도17)이며, 식 3-3은 CO2의 압력과 반응

물의 온도의 함수에 따른 소성속도식이며, 식 3-4는 입

자크기가 작은 경우 수축핵 모델에 의해 수정된 반응

속도이다.

(3-1)

(3-2)

(3-3)

(3-4)

여기서 식 3-2의 는 고체입자 반응표면온도에서

의 평형에 대한 CO2 압력, 는 유동화된 가스의

CO2분압, P는 전체압력, yt는 층온도에 의존하는 상수,

k는 reverse carbonation reaction의 반응속도이며 상압

일 경우 CO2의 몰분율 와 같다. 그리고, 식

3-3의 R은 단위면적당 질량손실속도, 와 는

측정분압 및 평형압, R0는 질소분위기에서의 단위면적

당 질량손실속도, B는 온도의존상수이다. 그리고, 식 3-

4의 x는 소성반응의 전환률, k는 소성반응 속도상수, d0

는 초기입자의 크기, t는 반응시간이다.

소성과정이 종료된 산화칼슘은 연소과정에서 최종적

으로 식 1-3 또는 식 2-2 반응을 통해 황산화물과 결

합하여 CaSO4를 생성하며 고체생성물의 조성은 온도

및 반응가스의 조성에 의존한다.18) 산화칼슘은 식 1-2

와 같이 450oC까지는 CaSO3로 존재하고, 740oC까지는

CaSO3와 CaSO4의 혼합물로 존재하며 식 1-3과 같이

740oC이상에서는 CaSO4만 존재한다. 그리고, 분위기 가

스에 산소가 부족한 경우 식 2-1과 같이 CaS, CaSO3,

CaSO4의 혼합물로 존재하고 식 2-2와 같이 830oC 이

상에서는 CaS, CaSO4의 혼합물로만 존재한다. 산소가

충분한 경우 CaS가 고온에서 산화되어 CaSO4로 전환

된다.19) Fig. 4는 유동층보일러에서의 황산화물과 석회

석의 반응다이어그램이다.

그러나, 탈황반응의 전체적인 반응률은 반응생성물인

CaSO4의 Molar Volume이 CaCO3나 CaO보다 커서

이론적으로는 전체 칼슘성분 중 56.7%만이 탈황반응에

참여가 가능한데, 이는 CaO 표면에 생성된 기공으로

인해 발생되는 pore plugging 및 pore mouth closure

현상에 기인한다.20) 석회석의 로내 탈황반응에서의 화

학반응인 Gas-Solid 반응은 불균질촉매반응의 틸레

(Thiele) 모듈러스와 유사한 파라미터값에 따라 수축핵

모델(Shrinking Core Model) 또는 입자모델(Grain model)

및 기공모델(Pore model)을 적용해야 하며, 아래 식 3-

5을 통해 적용 가능모델을 결정할 수 있다.21,22)

(3-5)

여기서 는 입자의 형상계수(판상형 = 1, 실린더

형 = 2, 스피어형 = 3),  및 는 입자 및 펠릿의

부피(cm3), 와 는 입자 및 펠릿의 단면적(cm2),

는 가스상 반응물의 농도, 는 기공내부의 확산

계수이며 계산된 고체-기체 반응계수(σ)가 σ < 0.3의 경

우 입자 및 기공모델을 적용하고, σ > 3.0의 경우 수축

k yCO
2

=

Qc k PCO
2

e
PCO

2

i
– Py

t 

–( )=

R
1 PCO

2

/PCO
2 

0( )–

BPCO
2

-----------------------------------
1

R
0

-----+=

x 1 1
k

d
0

0.6
--------t–⎝ ⎠

⎛ ⎞3–=

PCO
2

e

PCO
2

i

k yCO
2

=( )

PCO
2

PCO
2 

0

σ
FpVp

Ap

-----------
1 ε–( )kCA0

n 1–

De

--------------------------
Ag

Vg

-----=

Fp

Vg Vp

Ag Ap

CA0 D
ε



8 백철승 · 서준형 · 안지환 · 한 춘 · 조계홍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4, No. 5, 2015

핵모델을 적용한다.

입자 및 기공모델에서의 석회석의 탈황반응은 입자외

부의 가스필름에서의 SO2와 O2의 확산, 입자내부 기공

에서의 SO2와 O2의 확산 및 입자층(Product layer)에서

의 고체확산으로 나뉜다. 이러한 확산과정에서 탈황반

응에 필요한 반응가스가 Pore 입구 즉, 입자표면에 먼

저 도달하기 때문에 기공의 입구주변이 팽창하여 닫혀

버리거나 확산거리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동작하게 되

어 탈황효율이 감소하게 된다.23,24) 초기 기공구조는 기

체-고체반응의 Kinetics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일반

적인 화학반응식과는 다르게 최대 탈황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당량치 비율인 Ca/S Ratio가 최소

1.77 이상을 요구하게 되며 최종적인 고온건식 로내탈

황 공정에서의 CaO에 기초한 황화반응 전환율은 아래

식 3-4와 같다.

(3-4)

여기서 는 초기무게, M은 분자량, 는 무게증

가분, 는 소성된 흡수제(CaO)의 무게분율이다. 

4. 로내탈황용 석회석의 탈황효율 관련연구 현황

고온건식용 탈황제로 사용되는 석회석은 탄산염 광물

의 함유도가 높은 석회암(Limestone)의 광석(ore)을 지

칭한다. 석회석의 주성분을 이루는 탄산염광물들은 탄

소가 산소 3개와 삼각형으로 강한 결합을 하는 탄산염

기([CO3]
2−)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광물상으로는

삼방정계인 방해석(calcite)과 백운석(dolomite)이 있고

사방정계인 아라고나이트(aragonite)가 있다. 방해석과

백운석은 기본적으로 주상, 능면체, 편삼각면체의 정벽

(Habit)을 가지며, 아라고나이트의 경우 주로 침상, 판상,

유사육방주의 정벽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석회석은

그 산지에 따라 고유한 광물상 및 광물조성을 가지고

있어 화학적 반응 및 열분해 특성이 다르게 된다.25,26)

그리고, 고온건식 탈황반응의 경우 CaO함량 및 비표면

적이 유사한 광종도 산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초기 로내 탈황용 석회석에 대한 연구

는 SO2의 농도와 반응온도를 기반으로 입자크기, 반응

차수 및 활성화에너지를 통한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으

며, 평균적인 활성화 에너지의 이론치는 29.4 kcal/mol

(Arrhenius plot, 미반응 수축핵모델 조건)이며 여러 연

구자들의 실험결과로는 8.1 ~ 36.6 kcal/mol내외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석회석의

광물학적 특성을 고려한 로내 탈황용 석회석의 산지별,

광종별 특성연구가 진행되었다. Fee and Fan 등은 미

국지역 석회석 및 백운석 7종을 실험실 규모의 반응기

에서 입도별로 탈황효율을 분석한 결과 산화칼슘의 입

자크기가 작을수록 탈황반응성은 증가하며, Ca 함유량

이 높더라도 기공형성 특성에 따라 탈황효율이 결정됨

을 보고하였다.27,28) Laursen은 덴마크 및 북미지역 석

회석 9종을 소성하여 소성된 입자형상 및 기공크기에

따른 탈황속도를 X-ray mapping을 통한 패턴분석을 시

행하였다. 그리고, 입자의 탈황반응 단계에 따라

Unreacted core type, network type, uniform type으로

분류하였으며 Fig. 5와 같이 소성반응 이후 탈황반응과

수화반응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29)

Johansen & Hansen은 2종의 실험실 규모의 반응기와

파일롯 플랜트 규모의 유동층연소로 테스트 베드에서

유럽지역 23종의 석회석 고온건식 탈황효율을 테스트

한 결과, 반응시간이 증가할수록 약 2배의 탈황률 차이

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0) 그리고, 황화반응 차

수는 SO2 농도와 온도에 의해 결정되며 반응차수는 온

도 증가 및 O2 감소에 따라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Kuo & Tsenga은 중국내 4종의 석회석을 이용하여 순

환유동층연소로내 소성전후의 기공부피를 분석하여 비

표면적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공성이

큰 경우 탈황반응 후 입자표면의 탈황반응면이 치밀해

져 내마모성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탈황효율이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31)

X
ωΔ MCaO⋅

ω
0
ωCaO MSO

3

⋅ ⋅
---------------------------------=

ω
0

ωΔ

MCaO

Fig. 4. Phase diagram for CaSO4 Stability over typical

FBC Conditio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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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2000년대 중반이후, 석회석의 활용분야

확대와 관련하여 석회석의 광물학적 물성과 연계된 연

구가 진행되었다. Noh and Oh는 CaO기준 50% 이상

의 국내산 고품위 석회석을 지질배경과 광상유형에 따

라 제천-단양지구, 삼척-태백-정선지구, 울진안동 지구의

유형으로 나누었고 산출형태, 조성, 결정도 및 조직의

차이에 따라 결정질석회암형, 미정질석회암형, 미정질대

리암형, 조립질대리암형, 거정질방해석형으로 구분하였

다. 그리고, 방해석의 경우 결정립들의 입도분포에 따라

단순형(simple form), 이중형(bimodal form), 복합형

(complex)로 구분하였으며, 갑산층 석회석이 탈황반응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MgO와 F2O3 함유도가 낮아

배연탈황용으로 적합하다고 보고하였다.32)

고온건식형 로내탈황용 석회석에 대한 탈황효율 분석

은 2000년대 이전까지는 0.02 ~ 0.03 m급 고정층 공정

조건의 TGA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00년대 이

Fig. 5. Schematic sequence of reactions for calcination, sulfation and hydration of a limestone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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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imestone-based desulfurizing agent of fluidized bed boiler used for international research

Researcher Species Production Site

Properties

CaO (
#Ca)

(*wt.%)

MgO (Mg)

(wt.%)

SiO2

(wt.%)

BET (Porosity)

(m2/g)

Borgwardt and Harvey 91* 8 - 1.8*1)

Hartman and Coughlin 98* 0.4 - -

Fan & Fee

(1984)

Dolomite Huntsville, OH 51.8 43.3 20.0(0.43)

Dolomite Gibsonburg, OH 53.4 45.4 36.7(0.33)

Dolomite Plymouth Meeting, PA 64.2* 29.5 19.1(0.33)

Dolomite Harrisburg, IL 73.06* 12.5 7.59(0.33)

Limestone Morgantown, WV 80.4* 3.5 6.64(0.35)

Limestone Lowellville, OH 93.2* 1.6 17.7(0.33)

Limestone Morgantown, WV 97.8* 0.6 12.0(0.42)

Johansen

Limestone Stevns Chalk 55.2 0.29 0.36 9.9-11.8

Limestone Aggersund Chalk 51.6 0.43 4.86

Limestone Faxe Bryozo 55.1 0.43 0.45 16.4

Limestone Katholm 51.3 0.52 5.73 14.9

Limestone Faxe Koral 55.2 0.46 0.24 18.0

Limestone OySter shell 53.2 0.61 2.14 2.1

Limestone Snagtrup 33.7 0.32 37.1

Limestone Ignaberga 49.8 0.55 8.33

Limestone Faxe Bryozo 54.8 0.31 0.55 6.0

Limestone Faxe Industri 55.2 0.47 0.34 15.8

Limestone Gotland 50.7 1.37 3.33 12.9

Limestone Faxe Bryozo 54.8 0.31 0.55 6.0

Dolomite Malaga dolomite 30.9 21.4 0.06

Limestone Carmeuse 50.8 1.01 5.27

Limestone Malaga calcite 54.3 1.2 0.39

Limestone Forby 52.5 1.36 3.43 19.6

Laursen

(1999)

Limestone Faxe Grainstone 35.38# (0.19)

Limestone Faxe Coral 35.18# (0.23)

Limestone Texada Island 34.73# (0.18)

Limestone Sormony 31.13# (0.25)

Limestone Havelock 33.63# (0.26)

Limestone Luscar 31.62# (1.10)

Limestone Calpo 31.49# (0.21)

Limestone Strassburg 38.87# (0.44)

Limestone Lucerne Valley 37.92# (0.32)

Kou

(2014)

Limestone Guangdong 93.28* - 2.55

Limestone Guangxi 95.24* - 3.86

Limestone Liaoning A 92.90* - 1.64

Limestone Liaoning B 96.31* - 1.21

*1)Brunauer-Emmett-Teller surface area; all others obtained by porosity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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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및 전력연구원을 중심으로

1.2 m급 및 6 m급의 Bench-scale 유동층 실험장치를

통한 연구가 수행되었다.33) Kim & Park은 석회석 및

백운석 각 2종의 고정층 반응기에서의 황화반응 시험에

서 MgO의 반응속도가 CaO에 비해 다소 큰 것을 확

인하였다.34) 그리고, Park은 고정층 조건에서 단양 및

영월지역 석회석 2종 및 백운석 2종에 대해 탈황특성

을 조사하였으며, 광상학적으로 결정이 큰 석회석이 세

밀한 기공을 형성하여 초기반응성이 높아지는 특성은

확인하였다. 그러나, pore plugging 현상으로 인해 백운

석과 석회석의 전체적인 반응속도차이의 경향성은 적다

고 보고하였다.35) Bae는 탈황용 소성 전후의 석회석 4

종을 BET 분석한 결과, 소성 후의 표면적 및 기공의

증가량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초

기탈황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6) Cho

는 국내 8개 지역 10종의 방해석 및 석회석을 고정층

반응기에서 고온건식 탈황조건에서 반응온도에 따른

breakthrough Curve 특성분석을 통해 석회석별로 반응

온도에 따라 황산화물의 흡착량이 상이하다고 보고하였

다.37) Kim과 Lee는 실험 온도범위가 넓고 균일한 온도

유지가 가능한 Drop-tube furnace (DTF)를 이용한 최

적탈황 효율측정과 순산소 연소조건에서 3종의 고품위

석회석과 2종의 중품위 석회석을 이용한 탈황효율을 조

사하였다. 그 결과, 석회석별 품위에 따라 탈황효율이

증가하며 유입가스에 수분이 10% 포함될 경우 탈황효

율이 4 - 6%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8,39) Ahn도

DTF를 통해 강원지역 광산에서 채광된 3종의 석회석을

대상으로 소성 후 기공특성 및 비표면적의 증가특성을

보고하였다.40) Choi는 순산소조건의 DTF 반응기에서

탈황 영향인자별 평가를 통해 Ca/S비 > Ca체류시간 > O2

농도 >반응온도 > SO2농도 > CO2농도 >수분농도의 순

으로 탈황반응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41) 

Han은 충북 단양지역의 석회석을 사용하여 bench-scale

의 가압유동층 연소로내 Ca/S Ratio를 연구하였다.42)

Cho는 단양지역 석회석을 사용하여 입도에 따른 탈황

효율을 조사하였으며, 약 631 μm일 때 가장 높은 탈황

효율을 제공한다고 보고하였다.43) Hwang은 일본 정유

사인 Idemisu에서 개발한 Pilot plant에서 통상적인 유

동층보일러의 로내온도보다 높은 고온에서의 석회석의

탈황효율을 조사하여 1200oC까지는 Ca/S 비가 증가할

수록 탈황효율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44) Jung은 Ca/S

비 1.6으로 운영되는 국내 D화력발전소의 순환유동층

발전설비의 실증화 플랜트에서 입자크기(0.1 - 1.0 mm),

연소온도(840 - 890oC) 에 따른 탈황효율을 분석하였으

며 입도는 0.1 - 0.3 mm, 온도는 870oC에서 78%의 최

대 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45) Table 4는

고온건식탈황제 연구에 사용된 국내산 석회석의 종류

및 특성을 정리한 표이다. 

5. 맺음말

1999년 동해화력발전소가 가동된 이래, 2015년 여수

300 MW급 순환유동층보일러형 발전소 및 2016년 세계

최대규모인 1,000 MW급 순환유동층보일러 2기가 포함

된 삼척그린파워 발전소가 준공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청정석탄기술 및 신재생에너지의 활용기술과 관련하여

중소규모의 유동층형 발전소는 물론, 첨단기술이 집약

된 대형 CFBC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

온건식탈황제로 사용되는 석회석 또한 2013년 기준 연

간 약 2만9천톤에서 연 30만톤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노천채광방식을 사용하

는 해외와는 달리 정부의 광산정책에 따라 갱내채광된

석회석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채광심도 증가 및 기

존 가행광산의 개발조건 한계로 물리화학적 조성이 과

거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채광지역의 광물학적 특성과 물리화학적 조성은

물론, 소성반응시 발생하는 기공형성특성 및 비표면적

변화량, 탈황반응에서의 산화칼슘내 탈황확산속도 및 황

화반응 전환률 변화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방법 확보가

필요하며, ICT 기술과 연계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

해 수요 중심의 광물자원관리체계 구축 또한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

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

구 과제입니다(No. 20141010101880).

References

1. Kim, J.S., 2000 : Technical Report - A Study on the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Circulating Fluidized Bed 

Boiler Using Domesic Coal, KEPRI, 2000.5.1, w w w .

vkepri.re.kr:20808/edds/main

2. Lee, M.H., and Park, D.W., 2014 : Coal fired Power plant



12 백철승 · 서준형 · 안지환 · 한 춘 · 조계홍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4, No. 5, 2015

market trends and implications,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Industry Risk Analysis Report, Vol.2014-P01.

2014.6.9.

3. Lee, J.M., and Park, K.G., 2014 : Operation Experience &

Cosiderations in a Large scale CFB Boiler, 69th IEA-FBC

Meeting Aix-en-provence France, KOSPO Presentation,

www.processeng.biz 

4. Khan, A.A., and Jong, W.de., 2009 : Biomass combustion

in fluidized bed boilers: Potential problems and remedies,

Fuel Processing Technology, Vol 90(1), pp 21-50.

5. Shun, D.W., 2006 :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of Refuse Derived Fuel, j. of Korean Inst. of Resource

Recycling, Vol. 15(1), pp 58-65.

6. Johanson, F., 2007 : Fluidized Bed Combustion for Clean

Table 4. Limestone-based desulfurizing agent of fluidized bed boiler used for domestic research

Researcher Species Production Site

Properties

 CaO (#Ca)

(*wt.%)

MgO

(Mg)
SiO2

BET (㎡/g)
(Calcination)

Kim (1987)

Limestone Danyang 39.9# (0.12) - 1.56 (2.56)

Limestone Wulgin 39.1# (0.078) - 1.17 (2.58)

Dolomite Danyang 21.2# (13.1) - 0.18 (14.00)

Dolomite Wonsung 21.4# (12.9) - 0.42 (13.65)

Cho (1997) Limestone Danyang 54.7 0.25 1.62 (0.1 ~ 1 mm)

Park (1998)

Dolomite Danyang 58.70* 37.43 2.87 0.153 (14.339)

Dolomite Yongwol 56.67* 39.84 2.01 0.179 (15.236)

Limestone Danyang 98.91* 0.36 0.36 0.187 (15.231)

Limestone Yongwol 86.26* 0.50 11.01 0.226 (17.265)

Han (2001) Limestone Danyang 53.2 - - -

Bae (2002)

Limestone Danyang 53.13 0.94 - 0.531 (6.770)

Limestone Samchuk 54.25 0.36 - 0.283 (11.240)

Limestone Jinsan 51.60 0.39 - 0.411 (1.848)

Limestone Pohang 53.80 0.43 - 0.427 (9.854)

Cho (2003)

Limestone Kumsan 1 38.91# (0.24) 0.72 (20 - 35 mesh)

Limestone Kumsan 2 32.13# (0.50) 7.15 -

Limestone Danyang 39.99# (0.35) 0.57 -

Limestone Dangjin 36.25# (1.55) 2.44 -

Limestone Donghae 34.16# (0.59) 2.40 -

Dolomite Muju 25.39# (10.45) 0.42 -

Limestone Yongwol 32.52# (1.01) 5.33 -

Dolomite Yongwol 22.00# (12.25) 0.51 -

Limestone Uljin 39.80# (0.48) 0.36 -

Limestone Chongju 25.34# (0.19) 2.09 -

Kim, Lee, Ahn,

(2008)

Limestone Kwangsung 55.70 0.26 0.09 -

Limestone Taeyong 48.34 6.69 0.20 -

Limestone Uooryoung 54.82 0.83 0.59 -

Limestone Chungrim A 48.34 6.69 0.20 -

Limestone Chungrim B 55.00 0.12 0.28 -

Choi (2011) Limestone Kumsan 55.70 0.26 0.09 50-120 µm



유동층보일러형 화력발전소의 석회석 활용 탈황기술 연구동향 13

자원리싸이클링 제 24권 제 5호 , 2015

Energy,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luidization -

New Horizons in Fluidization Engineering, http://dc.

engconntl.org

7. Kobayashi, M., Nunokama, M., and Shirai, H., 1996 :

Development of Regenerable Desulfurization Sorbent for

Coal Gas Sulfur removal Below ppm Level, In High

temperature Gas Cleaning, Eds. Schmidt, E. et al.

University of Karlshruhe Symposium, pp 618-629.

8. JEA Building Community., 2005 : Final Technical Report

for the JEA Large-Scale CFB Combustion Demonstration

Project, http://www.netl.doe.gov

9. Sarunac, N., 2007 : One Year of Operating Experience

with a Prototype Fluidized Bed Coal Dryer at Coal Creek

Generating Station, http://www.netl.doe.gov

10. Westmoreland, P.R., and Harrison, D.P., 1976 : Evaluation

of candidate solids for high-temperature desulfurization of

low-Btu gases,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Vol.

10(7), pp 659-661.

11. Milne, C.R., and Silcox, G.D., 1990 : Calcination and

sintering models for application to high-temperature,

short-time sulfation of calcium-based sorbent, Industrial &

Engineering Chemistry Research, Vol. 29(2), pp 139-149.

12. Boyton, R.S., 1980 : Chemistry and technology of lime &

limestone 2nd Edition, John-Wiley & sons, ISBN-13: 978-

0471027713.

13. Satterfield, C.N., 1959 : Kinetics of the thermal decom-

position of calcium carbonate, Americ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Journal, 5(1), pp 115-122.

14. Narsimhan, G. 1961 : Thermal decomposition of calcium

carbonate, Chemical Engineering Science, Vol 16(1-2), pp

7-20.

15. Hills, A.W.D., 1968 : The mechanism of the thermal

decomposition of calcium carbonate, Chemical

Engineering Science, Vol. 23(4), pp 297-320.

16. Searcy, A.W., and Beruto, D., 1976 : Kinetics of

endothermic decomposition reactions. I. Steady-state

chemical steps, The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Vol.80(4), pp 425-429.

17. Dennis, J.S., and Hayhurst, A.N., 1987 : The effect of CO2

on the kinetics and extent of calcination of limestone and

dolomite particles in fluidised beds, Chemical Engineering

Science, Vol. 42(10), pp 2361-2372.

18. Marsh, D.W., and Ulrichson, D.L., 1985 : Rate and

diffusional study of the reaction of calcium oxide with

sulfur dioxide, Chemical Engineering Science, Vol. 40(3),

pp 423-433.

19. Anthony, E.J., and Granatstein, D.L., 2001 : Sulfation

phenomena in fluidized bed combustion systems, Progress

in Energy and Combustion Science Vol. 27, pp 215-236. 

20. Doǧu, T., 1981 : The Importance of Pore Structure and

Diffusion in the Kinetics of Gas-Solid Non-catalytic

Reactions: Reaction of Calcined Limestone with SO2, The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Vol 21(3), 1981, pp 213-

222.

21. Szekrly, J., and Evans, J.W., 1970 : A structural model for

gas-solid reactions with a moving boundary-I, Chemical

Engineering Science, Vol. 25, pp 1091-1107.

22. Sohn., H.Y., and Szkekely, J., 1972 : A structural model for

gas-solid reactions with a moving boundary-III, Chemical

Engineering Science, Vol. 27, pp 763-778.

23. Bhatia, S.K., and Perlmuttcr, D.D., 1981 : A random pore

model for fluid-solid reactions: II. Diffusion and transport

effects, Americ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Journal,

Vol 27(2), pp 247-254.

24. Christman, P.G., and Edgar, T.F., 1983 : Distributed pore-

size model for sulfation of limestone, Americ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Journal, Volume 29(3), pp 388-395

25. Noh, J.H., and Choi, J.B., 2002 : ‘Dignity and quality of

the concept and its Assessment of Limestone’, J. Miner.

Soc.Korea (Mineral & Industry), Vol 15(1), pp 1-14.

26. Kim, H.S., 2011: Necessity of refining Domestic Limes-

tone, J. of Korean Inst. of Resource Recycling, Vol. 20(4),

pp 03-22.

27. Fee, D.C., Wilson, W.I., et al., 1982 : Sulfur Control in

Fluidized Bed Combustors: Methodology for Predicting

the Performance of Limestone and Dolomite Sorbents,

Argonne National Laboratory Report no ANL/FE-8-10.

28. Fan, L.S., and Satija, S., 1984 : Thermogravimetric

Analysis of Sulfation Kinetics of Calcined Limestones or

Dolomites, The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Vol 28, pp

151-162.

29. Laursen, K., Duo, W., and Grace, J.R., et al., 1999 :

Sulfation and reactivation characteristics of nine

limestones, Fuel 79(200), pp 153-163.

30. Dam-Johanson, K., and Ostergard, K., 1991 : High tem-

perature reaction between sulphur dioxide and limestone-

I. Comparison of limestones in two laboratory reactors

and a pilot plant, Chemical Engineenng Science, Vol.

46(3), pp 827-837.

31. Kuo, H.P., and Tsenga, H.Y., 2014 : A study of the ash

production behavior of spent limestone powders in CFBC,

Advanced powder technology, Vol 25(1), pp 472-475.

32. Noh, J. H., and Oh, S. J., 2004 : Applied mineralogical

study on the mineral Facies and Characteristics of

Domestic High-Ca Limestone, J. Miner. Soc. Korea, Vol

17(4), pp 339-355.

33. Lee, C.G., 2001 : Continuos Operation of Zinc-Titanate

Sorbent for 100 Hours in a Fluidized Hot Gas Desul-

furization process for IGCC, Hwahak Konghak, Vol 40(2),

pp 246-251.



14 백철승 · 서준형 · 안지환 · 한 춘 · 조계홍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4, No. 5, 2015

34. Kim, H., and Park, D., 1987 : Reactivity of Calcined

Limestone and Dolomite with Dulfur Dioxide,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Vol.4(2), pp 143-148.

35. Park, Y.C., 1998 : Sulfation Reaction Kinetics of

Pulverized Korean Dolomite and Limestone using

Thermogravimetric Analyses, Journal of energy engineer-

ing, Vol.7(2), pp 216-222.

36. Bae, D.H., 2002 : Desulfurization of Coal Combustion

with Limestone in Circulating Fluidized Bed, Chungbuk

University, Doctorate thesis , pp 27-31.

37. Cho, K.C., and Lee, S.I., 2003 : Desulfurization Charac-

teristics of Domestic Limestone, J. Korean Socity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Vol.9(2), pp 257-264.

38. Lee, H.G., 2008 : Effect of Limestone Characteristics on

In-Furnace Desulphurization under O2/CO2 Combustion

Atmosphere Using Drop-Tube Furnace, Proceeding of the

47th meetng of KOSAE, pp 213-214.

39. Kim, S.I., 2012 : Effect of Limestone Characteristics on In-

Furnace Desulfurization under Hot Gas Combustion,

proceeding of the 45th KOSCO SYMPOSIUM, pp 43-45.

40. Ahn, Y.M., 2008 : Effect of Limestone Characteristics on

In-Furnace Desulphurization under O2/CO2 Combustion

Atmosphere Using Drop-Tube Furnace, Proceeding of the

47th meeting of KOSAE, pp 432-434.

41. Choi, U., 2011 : A Study on the Desulfurization Charac-

teristic of Limestone Depending on the Operating Para-

meters of In-Furnace Desulfurization for Oxy-Fuel Com-

bustion Using Drop Tube Furnace,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Vol.49(6), pp 857-864.

42. Han, G.H., 2001 : Desulfurization Characteristics of Domestic

Anthracite by Limestone at Bench Scale Pressurized

Fluidized Bed Combustor, Trans. Korean Soc. Mech. Eng.

B, Vol 25(10), pp 1373-1383.

43. Cho, S.W., 1997 : A Study on Desulfurization by Anthracite-

Bituminous coal blend combustion in a Fluidized bed

combustor - A desulfurization using Natural Limestone,

Kor. J. Env. Hlth. SOc., Vol.23(3), pp 102-108.

44. Hwang, M.Y., and et. al., 2012 : A Experiment study on the

In-furnace desulfation through Lab scale and Pilot scale

Reactor, Korean Society of Energy & Climate Change,

Proc. of the 2nd, pp 72.

45. Jung, J.D., and Kim, J.W., 2004 : A Study of Desulfation

Characteristics of Circulating Fluidized Bed Combustion

for Domestic Anthracite,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Vol.20(4), pp 429-436.

서 준 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공학사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석사

•현재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연구

개발실 연구원

한 춘

•현재 광운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당 학회지 제21권 5호 참조

 

백 철 승

•목원대학교 화학과 이학사

•광운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현재 광운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과

정 수료

•현재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연구개

발실 연구원

안 지 환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당 학회지 제10권 4호 참조

조 계 홍

•현재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책임연구원

•당 학회지 제19권 3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