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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배연탈황 기술은 화력발전소의 연소가스에서 발생하는 SO2를 제거하는 기술이다. 발전소에서는 주로 석회석을 이

용한 습식 배연탈황공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천연자원인 석회석의 고갈 및 높은 운전동력 소비 등의 문제로 석회석

을 대체할 수 있는 흡수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석회석 슬러지를 흡

수제로 적용하기 위해 석회석 슬러지의 입도분포에 따른 탈황성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탈황효율 검토방법으로는

입도에 따른 석회석 슬러지의 물리·화학적 특성 검토 및 SO2가스제거시험 등을 시행하였다.

주제어 : 배연탈황공정, 석회석 슬러지, 입도 분포, 폐기물재활용, 탈황석고

Abstract

 Flue gas desulfurization(FGD) is the technique to remove SO2 gas from stack gases of coal-fired plants. Many researcher

have studied to replace the desulfurizing agent because FGD systems use a lot of limestone and energy. In this study, we use

the limestone sludge which is a by-product of steel industry in order to replace desulfurizing agent of FGD system by control

the particle size of limestone sludge. And desulfurization performance test is implemented by investigating SO2 gas removal

properties upon the characteristic of the limestone sludge with various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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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70년대 중반,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

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환경오염의 발생 원인으로는 급속한 산업발전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증가이며, 특히 화석연료 연소시 발생하

는 NOx, SOx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연

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배연탈황(Flue Gas Desulfuriza-

tion, FGD)기술은 20세기 중반부터 개발되어 오늘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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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대부분의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SO2가스 제

거기술이다.1,2) 배연탈황기술은 흡수 (Absorption), 흡착

(Adsorption), 산화 (Oxidation) 및 환원 (Reduction)

등의 원리를 이용해, 연소 후 배기가스 중 포함되어 있

는 SOx를 제거하는 기술을 말한다. 또한 배연탈황기술

은 흡수제의 수분 함유량에 따라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

으로 나뉘며, 탈황공정 부산물로 탈황석고(CaSO4·2H2O)

를 얻을 수 있는 석회석-석고 습식 배연탈황법을 적용

하여 공정운전을 하고 있다. 즉, 석회석-석고 습식 배연

탈황법은 석회석 슬러리와 같은 흡수제를 이용하여 SO2

가스를 흡수하고, 흡수된 가스는 석회석의 Ca2+ 성분과

반응하여 부산물인 석고를 얻는 방법을 말한다. 배연탈

황공정에서 탈황효율 및 석고의 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흡수제로 사용되는 슬러리의 입도, 온도, 고형분

량 및 pH 등이 있다. 특히 슬러리의 pH가 높을 경우

석회석의 용해도와 용해속도 저하를 야기하고, 낮을 경

우 SO2가스의 용해도 및 용해속도 저하현상이 일어난

다. 또한 석회석의 입자가 클 경우 탈황공정 부산물인

탈황석고의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3),4) 따

라서 흡수제의 입도분포 제어 및 첨가제를 이용한 pH

제어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5)

또한 천연자원인 석회석은 시멘트 제조사, 제철소 등에

서 주·부원료로 대량 사용됨에 따라, 그 매장량에 한계

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국내를 비롯한 해외에서 석

회석을 대체할 수 있는 흡수제 개발에 대한 연구를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석회석 슬러지는 제철 공정에서 사용되는 생석

회(CaO) 제조 시 발생하는 CaCO3 성분의 산업 폐기

물을 말한다. 또한 석회석 슬러지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

기 때문에 용도 개발이 어려우며, 재사용 시에도 경제

성 문제로 인해 재활용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

해 석회석 슬러지는 현재 시멘트 제조사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시멘트 원료로 일부 공급하거나 단순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석회석 슬러지를 각 시간동안

진동밀로 분쇄하여 입도를 제어한 후, 석회석 슬러지의

입도에 따른 물리·화학적 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아

울러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을 마친 시료는 회분식

SO2가스 제거시험을 실시하여 입도분포에 따른 석회석

슬러지의 탈황성능 및 부산 탈황석고의 생성율을 검토

하고자 하였다.

2. 이  론

습식 배연탈황법은 Fig. 1과 같이 물 또는 알칼리성

용액의 흡수제를 이용하여 기상의 SO2를 흡수한다. 흡

수된 가스는 알칼리 성분과 반응하며, 이때 생성된 슬

러지는 탈수처리하여 석고(Gypsum)와 같은 부산물을

생성한다. 이 방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며, 주요반응

이 일어나는 아황산가스 흡수과정, 반응 후 생성된 침

전물을 슬러리로부터 분리하는 분리과정과 분리된 고형

분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과정으로 대분할 수 있다. 그

러나 흡수제로 천연자원인 석회석을 다량 사용해야하며,

습식분쇄 공정 중에서 폐수를 배출하기도 한다. 이외에

도 필요한 보조 장비가 많아 용수 소모량 및 동력소비

가 많다는 단점도 있다.6) 

Fig. 1. A Schematic of Wet Flue Gas Desulfurization (FG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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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석고 습식 배연탈황반응은 흡수탑(Absorber)

내에서 흡수제로 사용되는 석회석 슬러리와 SO2 가스

의 반응이 이루어진다. 흡수탑 내부에서의 주요 반응으

로는 크게 흡수 (Absorption), 흡착 (Adsorption), 산화

(Oxidation) 및 환원 (Reduction) 반응을 들 수 있다.

이를 화학반응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식 (1) ~ (9)에서 나

타낸 것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세부 반응 

SO2(g) + H2O ⇔ SO2ㆍH2O  (1)

SO2ㆍH2O ⇔ H+ + HSO3
- (2)

H+ + CaCO3 ⇔ Ca2+ + HCO3
- (3)

Ca2+ + HSO3
-+2H2O ⇔ CaSO3ㆍ2H2O+H+ (4)

H++HCO3
- ⇔ CO2ㆍH2O (5)

CO2ㆍH2O ⇔ CO2(g) + H2O (6)

총괄 반응

CaCO3(s) + H2O+2SO2 → 

Ca2+ + 2HSO3
- + CO2(g) (7)

CaCO3(s) + 2HSO3
- + Ca2+ → 

2CaSO3 + CO2(g) + H2O (8)

 ⇒ 2CaCO3(s) + 2SO2 → 2CO2(g) + 2CaSO4 (9)

3. 실험 방법

석회석 슬러지의 탈황효율 검토를 위해 석회석 슬러

지의 입도별 pH 특성 및 탈황효율 비교 실험을 실시하

였다. 석회석 슬러지의 입도별 pH 특성을 검토하기 위

해 2 kg씩 칭량된 석회석 슬러지(CaCO3 기준 1.8 kg)

를 각각의 시간 (0분, 30분, 60분, 90분)별로 진동밀

(WTVM, 웅비기계社, KOREA)을 이용하여 분쇄하였다.

분쇄된 석회석 슬러지는 입도 분석기 (LA-950V2,

HORIBA社, JAPAN)를 이용하여 입도분포를 측정하였

다. 입도분포 측정을 마친 시료는 pH 측정을 위해

50 g씩 칭량하여 증류수 100 mL에 혼합한 후 250rpm

의 회전속도로 교반하였으며, 각 시간 (0분,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에 따른 pH 변화를 측정하였다. pH 특성 분석을 마친

석회석 슬러지는 탈황효율 검토를 위해 함수율을 70%로

제어한 후, 진공 데시게이터를 이용한 회분식 가스 제거

시험을 실시하였다. Flue 가스는 500 ppm의 SO2가스를

제조(N2 balance)하여 사용하였으며, 실험방법으로는 밀

폐된 데시게이터에 흡수제를 17 g 취한 후, 500 ppm의

가스를 2분 동안 주입하였다. 또한 직독식 기체 검지관

(GV-110S, GASTEC社, JAPAN)을 이용하여 각 시간

(0분, 10분, 30분, 60분, 90분)마다 SO2가스 농도를 측정

한 후, 탈황효율(가스 제거성능)을 계산하였다. 

반응이 완료된 흡수제는 건조기(J-300M, JISICO社,

KOREA)에서 40℃로 12시간동안 건조한 후 X-선 회절

분석기 (D5005D, SIEMENS社, GERMANY)를 이용

하여 X-선 회절 패턴을 측정하였다. X-선 회절 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G/C비 (Gypsum main peak intensity/

Calcite main peak intensity)를 계산하여 생성된 석고

의 양 및 탈황효율을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X-

선 회절분석을 마친 시료는 주사전자현미경 (SM300,

TOPCON社, JAPAN)을 이용하여 미세구조 관찰 및 분

석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분쇄시간에 따른 석회석 슬러지 특성

분쇄시간에 따른 석회석 슬러지의 특성을 검토하기에

앞서 화학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탈황공정에 사용되는 석회석의 경우 MgO

성분이 3%를 초과하게 되면 석회석 내에 백운석

(CaMg(CO3)2)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증가하며, 이는 석

Fig. 2. Desulfurization experiment.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limestone in sludge (unit : wt%)

SiO2 Al2O3 Fe2O3 CaO MgO Na2O K2O SO3 LOI

Content 2.59 1.26 1.7 51.5 0.71 0.08 0.31 0.1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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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석보다 용해속도가 50배 정도 느리기 때문에 불활성

물질로 취급하고 있다.7) Table 1의 화학성분 분석결과

를 살펴보면, CaO 및 MgO 함량은 각각 51.5%,

0.71%로 나타났다. CaO의 경우 이를 CaCO3로 환산할

경우 약 92%로 계산할 수 있으며, MgO의 경우 미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석회석 슬러지를 흡수제로 사용

하기에 적절할 것이라 판단된다. 

석회석 슬러지의 입도에 따른 pH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진동밀을 이용해 석회석 슬러지를 분쇄한 후, 입

도분포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2 및 Fig. 3에

나타내었다.

분쇄시간에 따른 석회석 슬러지의 입도분포를 살펴보

면, 분쇄하지 않은 석회석 슬러지의 평균입경은

31.4 µm, 45 µm 체 통과분은 76.8%로 나타났으며, 90

분 분쇄한 석회석 슬러지의 평균입경 및 45 µm 체 통

과분은 각각 15.2 µm, 95.3%로 나타났다. 즉 분쇄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석회석 슬러지의 평균입경은 작아지

며, 45 µm 체 통과분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입도분포 측정을 완료한 시료들을 이용하여 석회석

슬러지의 입도에 따른 pH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

과는 Fig. 4와 같다.

분쇄시간에 따른 석회석 슬러지의 pH 특성을 살펴보

면, 0분, 30분, 60분, 90분 분쇄한 석회석 슬러지의

pH는 각각 7.63, 7.63, 7.66, 7.66으로, 기존 탈황용

석회석의 pH(7.50)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

쇄시간에 따른 석회석 슬러지의 용해속도를 비교해보면,

모든 시료의 pH가 7.58 수준에서 포화되어 용해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회석 슬러지의 평균입경

에 따른 물에 대한 용해도는 크게 관계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석회석 슬러지가 물에 포화되는데 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입경이 작을수록 빠르게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분쇄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즉 석

회석 입경이 작아짐에 따라 물에 용해되는 CaCO3 이

온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4.2. 석회석 슬러지의 탈황성능

분쇄시간에 따른 석회석 슬러지의 탈황성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가스 제거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를 Fig. 5에 나타내었다. 

분쇄시간에 따른 석회석 슬러지의 SO2가스 변화율을

Table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limestone sludge with

milling time

Milling time (min) 0 30 60 90

Average particle size (µm) 31.4 18.8 17.7 15.2

Passing rate of 45 µm sieve (%) 76.8 88.4 92.5 95.3

Fig. 3. Particle distribution of limestone sludge with mil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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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분쇄하지 않은 석회석 슬러지의 경우 반응초

기 약 30분까지 약 75%의 SO2가스 제거율을 나타내었

으며, 60분 경과 시 약 95%의 제거율을 나타내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탈황반응은 SO2가스와 흡수제

와의 산-염기 중화반응으로써, 반응속도가 빠르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90분 분쇄한 시료의 경우 30분

경과 시 약 78%, 60분 경과 시 96%의 SO2가스 제거

율을 나타내었으며, 분쇄하지 않은 석회석 슬러지의 제

거 속도보다 약간 더 빠른 속도로 반응이 진행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탈황 속도 및 효율은 pH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pH가 높을수록 산-염기 중화반응에

의해 반응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판단된다.8) 

가스 제거시험을 마친 석회석 슬러지는 40℃의 건조

기에서 12시간동안 건조한 후, X-선 회절 분석기를 이

용하여 X-선 회절 시험을 실시하였다.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분석하여 생성된 석고의 양을 계산한 후 석회석

슬러지와 석고의 반응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3 및 Fig. 6에 나타내었다. 

분쇄시간에 따른 석회석 슬러지의 X-선 회절 분석패

턴을 살펴보면, 모든 시료에서 석회석(CaCO3)과 석고

(Gypsum) 피크가 확인되었으며, 석회석 슬러지의 분쇄

시간이 증가할수록 생성된 석고의 주 피크 세기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입경이 큰 시료의 경

우 SO2가스와 반응할 수 있는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작

아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석회석과 석고의 주 피

크 세기 비율을 계산한 Table 3에서 살펴보면, 석회석

슬러지의 분쇄시간이 증가할수록 G/C비가 소폭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60분 분쇄한 시료의 G/

C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평균입경 18 µm,

45 µm 체 통과율을 90% 수준으로 제어하여 석회석 슬

러지를 흡수제로 사용할 경우, 가장 양호한 탈황 성능

및 석고 생성율을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철공정에서 생석회 제조 시 발생하

는 산업폐기물인 석회석 슬러지를 배연탈황공정에 적용

하고자 하였다. 또한 석회석 슬러지의 입도별 탈황성능

및 석고 생성율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석회석 슬러지의 화학분석 결과 CaO 및 MgO

함량은 각각 51.5%, 0.71%로 나타났으며, 이는

CaCO3 환산시 약 92%로, MgO 함량 또한 양호한 수

준이므로 탈황공정에서의 흡수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Fig. 4. A pH of limestone sludge with milling time.

Fig. 5. A changing rate of SO2 concentration with milling

time.

Table 3. Main peak intensity with milling time (unit : cps)

Milling time Calcite Gypsum G/C ratio

0 min 3925 538 0.14

30 min 4092 645 0.16

60 min 3795 725 0.19

90 min 3520 612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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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2) 석회석 슬러지를 진동밀로 미분쇄한 후 pH를 측

정한 결과, 평균입경이 작을수록 초기 용해속도가 증가

하지만, CaCO3 이온이 물에 용해되어 포화되는 양은

평균입경에 관계없이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을 확

인하였다. 

3) 석회석 슬러지를 흡수제로 사용하여 SO2가스 제

거시험을 실시한 결과, 초기 30분 내에 70% 이상의

SO2가스가 제거되는 산-염기 중화반응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스 주입 후 60분이 경과하면

주입된 SO2가스의 95% 수준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석회석 슬러지를 분쇄할 경우 분쇄

하지 않은 석회석 슬러지의 SO2가스 제거 속도보다 약

간 더 빠른 속도로 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탈황속도는 pH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pH가

높을수록 초기 SO2가스제거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

났다. 

4) SO2가스와의 반응이 완료된 석회석 슬러지를 X-

선 회절 분석한 결과, 석고 생성량은 평균입경이 작아

질수록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X-선 회

절 분석결과로부터 계산되어진 G/C비를 비교할 경우

60분 분쇄한 시료에서 가장 높은 값(0.19)을 나타내었다.

이는 평균 입경이 큰 시료의 경우 SO2가스와 반응할

수 있는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상기의 결과들로부터 pH, SO2 가스 제거효율 및 석

고 생성량 등을 고려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흡수제의 탈황효율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위

해서는 흡수제로 사용되는 알칼리의 입도제어가 수반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석회석 슬러지의 경우 평균입경

18 µm, 45 µm 체 통과율을 90%수준으로 제어했을 때,

가장 양호한 탈황성능 및 석고 생성율을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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