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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300 thousand tones of oyster shells are produced annually and, thus, their massive recycling methods are

required. Recently, a method, utilizing them as wet desulfurization materials after removal of organic matters and

changing CaCO3 phase into CaO through calcination, is under consider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ineralogical changes (specific surface area, phase changes, surface state, etc.) of oyster shells by calcination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limestone. Uncalcined oyster shells showed the higher specific

surface area than limestone because the former are composed of platy and columnar structures. In contrast,

investigated limestone showed a dense structure. The phase change of oyster shells occurred at lower temperature

than that of limestone. The specific surface area of oyster shell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calcination while

limestone depicted a drastic increase. Small amount of Na contained in oyster shell was suggested as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in that, it acted as a flux causing melting and sintering of oyster materials at lower temperature.

Because of this, an additional phenomenon was observed that a part of shell materials remained untransformed even

at higher calcination temperature and after longer treatment period due to the sintered surface, which covers the rest

parts. Further studies investigating the effect of this phenomena from the perspective of desulfurizat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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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연간 약 30만톤의 굴패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규모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

근에는 굴패각을 소성하여 유기물을 분해시키고, CaCO3를 CaO로 전환하여 습식탈황제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한 대

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성에 따른 굴패각의 광물학적 특성변화(표면적, 상전이, 표면상태 등)를

관찰하고 석회석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굴패각은 판상 및 주상의 입자들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조직이 치밀한 석회석

보다는 같은 입도에서 훨씬 큰 비표면적을 갖는다. 굴패각은 석회석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상전이가 일어남을 확인하

였다. 석회석은 소성 후에 비표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굴패각은 소성 후에는 비표면적이 오히려 줄

어드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굴패각에 소량 포함된 Na가 용제로 작용하여 소성시 굴패각의 용융을 야

기하고 이로 인하여 입자들이 낮은 온도에서 소결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소결된 표면이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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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에워쌈으로써, 온도를 높이고 열처리시간을 늘려도 일부는 상전이되지 아니하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

상에 대한 효과를 탈황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중심어 : 굴패각, 탈황, 소성, 용제, 소결현상, 석탄화력발전소 

1. 서 론

우리나라 굴패각 발생량은 연간 30만 톤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3). 이렇게 발생된

굴 패각은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연안에 불법매립

또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굴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통영, 거제 등 남해안에서는 굴패각이 심각한 골

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굴패각을 재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Kwon et al.,

2003; Moon et al., 2002; Kim et al., 2017). 현재,

굴패각은 분쇄하여 비료로 사용하는 것에 가장 많이

재활용되고 있다. 패각 문제가 심각한 남해연안에서는

2002년 연간 발생된 25만 톤의 패각 중 약 25%에 해

당하는 약 6만여 톤이 비료로 활용되었으나, 이마져도

굴패각비료의 높은 생산단가와 소비부진 등의 이유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Eo et al., 2002). 현재 재활용 되지 못하는 패각의

상당 부분은 해안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굴패각 처

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굴패각의 산지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위치가 대

체로 일치한 점을 고려하여, 굴패각을 석탄화력발전소

에서 사용되는 탈황용 석회석의 대체제로 사용하는 방

안이 제안되고 있다. 석탄을 연소하게 되면, 아황산가

스(SO2)와 같은 황산화물이 배출되며, 이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Singh and Agrawal, 2008). 연소배

가스 내 황산화물 제거에는 CaCO3가 주성분인 석회석

이 사용된다. 현재, 국내 5개 발전사가 배가스 처리(탈

황공정)를 위하여 사용하는 석회석은 연간 약 150만

톤에 이른다. 이는 1개의 대형발전소만으로도 국내에

서 연간 발생되는 굴패각을 모두 처리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Kim et al., 2017). Han and Kim (1997)은

패각이 시약급의 CaCO3 및 Ca(OH)2와 비교할 때, 건

식탈황재료로써도 우수한 탈황능력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Jung et al. (2007) 역시 소성하지 않은 굴패각

의 SO2 흡수능을 강원도 정선에서 채취된 석회석과 비

교실험한 결과, 굴패각이 약 2배 이상 우수한 탈황효

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굴패각을 탈황재료

로 활용하는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건식탈황을 대

상으로 수행되었다. 

반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대부분 습식탈황

이 이루어진다. 습식탈황설비에서는 석회석을 300메쉬

이하로 분쇄하여 석회석 슬러리를 만들고, 이를 흡수

탑에서 배가스에 분사한다. 이때, 배가스에 포함된 이

산화황(SO2)이 물에 녹아, 황산(H2SO4) 또는 아황산

(H2SO3)으로 변화되고, 이는 석회석 및 산소와 반응하

여 석고(Gypsum, CaSO4·2H2O)로 침전한다(Chu et

al., 1997; Wang and Zhao, 2008). 

SO2 + H2O → H2SO3

H2SO3 + CaCO3 + 0.5O2 + H2O → CO2 + 

CaSO4·2H2O

이렇게 생산된 석고(탈황석고)는 다시 자원으로 순

환될 수 있으며, 이때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적정한

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고품위의 석고가 생산되도록

하려면 CaCO3함량이 95%이상인 고품위의 석회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굴패각은 이러한 기준을 잘

만족한다(Ha et al., 2017; Kim et al., 2017). 그러

나, 굴패각에는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악취 등

을 유발하여 판매가 가능한 고품위의 석고를 생산하는

것에는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굴패각을 열처

리(소성, calcination)하여 유기물을 분해시키고, CaCO3

를 CaO로 전환하여 습식탈황제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

절한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Kim et al., 2017). 본

연구는 굴패각을 탈황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성했

을 때 나타나는 광물학적 특성변화를 탈황의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방법 및 재료

본 연구에는 충청남도 태안지역에서 발생하는 굴패

각을 채집하여 사용하였다. 소성에 따른 굴패각의 광

물학적 특성변화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석

회석의 소성 특성과 비교하였다. 굴패각과의 비교를 위

한 석회석은 ㈜한국서부발전에서 탈황용으로 사용하는

석회석을 이용하였다. 본 실험에 이용된 굴패각은 대략

5 cm정도의 크기를 가졌으며, 석회석은 2-3 cm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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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로 분쇄된 것이었다. Table 1은 Ha et al.(2017)

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굴패각과 ㈜한국서부발전 탈황

석회석에 대하여 x-선 형광분석(x-ray fluorescence

analysis, XRF)을 수행한 결과이다. 특히, Table 1에

제시된 굴패각 자료는 염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초음파

세척한 것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채집된 굴패각은 먼저 코팅사를 제거한 후, 남아있

는 토사 및 염분 등의 불순물을 모두 제거하기 위하여

수돗물로 수차례 세척한 후, 건조기(105 oC)에서 밤샘

건조하였다. 재료의 열적특성 파악을 위해서는 열중량

분석기(Thermogravimertic Analyzer, TGA-Q600, TA

Instruments)가 이용되었다. 열중량분석은 105 oC에서

밤새 건조한 시료를 분말로 만들어 10 oC/min의 조건으

로 25 oC에서 1000 oC까지 온도를 높이면서 0.1 μg 단

위의 무게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소성 실험은 700~1000 oC범위에서 온도와 반응시

간(0.5~5.0 hr)을 달리하여 열처리하고 X-선 회절분석

(X-Ray Diffraction analysis, XRD)을 통하여 상전이를

관찰하였다. XRD 분석은 Rigaku사의 X-Ray Diffracto-

meter (D/Mas-2500)를 이용하여 Cu-Kα 18 kW, 2θ

10-50°, 측각간격(step size) 0.02°의 조건에서 이루어

졌다.

특히, 소성에 따른 비표면적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는 석회석과 굴패각을 절구로 분쇄한 후 일정 크기

(125~250 μm)의 입자를 체분리한 후, 900 oC에서

시간을 달리하여(1, 2, 3, 5 hr) 소성하였다. 이와 같

이 준비된 시료는 BET-analyzer (Belsorp-max, Bel)

를 이용하여 비표면적을 측정하였고,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으로 표면상태

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BET 분석은 200 oC, 5 시간

동안 전처리 후, 77 °K 조건에서 N2 흡착-탈착 등온

선으로부터 표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SEM관찰은 Hitachi사의 전계방출형주사전자현미경(FE-

SEM, SU8220)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료를

105 oC에서 건조한 다음 15 nm 두께로 탄소코팅 하

였으며, 가속전압 10 kV의 조건에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TGA 분석 결과

TGA분석결과(Fig. 1), 굴패각은 약 200 oC에서부터

무게가 서서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다가 600 oC이후

부터 800 oC까지 무게가 급속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

였다. 800 oC 이후에는 온도상승에 따른 무게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굴패각은 600 oC이하의 구간에서 굴패

각은 2.1%정도의 무게 감소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굴

패각에 포함된 유기물의 연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석회석은 같은 온도구간에서 거의 무게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석회석이 가연성물질(즉,

유기물)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석회

석은 굴패각보다 약 20-30 oC 높은 620~830 oC 구

간에서 급격한 무게감소를 보였다. 석회석은 해당구간

에서 총 43.7%의 무게 감소를 보였으며, 약 830 oC

에서부터는 일정한 무게를 유지하였다. 

석회석이 620~830 oC 구간에서 보인 무게감소는

CaCO3에 포함된 이산화탄소(CO2)의 비율(44%)과 거

Table 1. XRF analysis results for Korean oyster shells and limestone used for desulfurization in Western Power Co. Ltd.

(Data after Ha et al., 2017)

Tongyeong Taean Yeosu Boryeong limestone 

Na2O 0.61 0.48 0.69 0.60 0

MgO 0.35 0.32 0.33 0.19 0.31

Al2O3 0.09 0.06 0.05 0.10 0.13

SiO2 0.24 0.19 0.14 0.26 0.37

P2O5 0.17 0.16 0.16 0.13 0.04

SO3 0.61 0.46 0.47 0.38 0.01

K2O 0.03 0 0.03 0 0.03

CaO 97.2 97.9 97.3 97.8 98.4

Fe2O3 0.13 0.08 0.1 0.11 0.09

MnO 0 0 0 0 0.09

SrO 0.27 0.28 0.28 0.27 0.47

Cl 0.34 0.07 0.42 0.19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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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치한다. 해당온도구간에서의 무게감소는 CO2의

탈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굴패각의 경우

600~800 oC구간에서 42.8%의 무게감소가 이루어졌으

나, 유기물 연소에 의한 부분을 제외하고 무게 감소비

율을 재계산하면 43.7% (= 42.8%/(100%-2.1%))로써,

마찬가지로 CaCO3의 CO2 무게비와 거의 일치한다.

탄산칼슘에 고온의 열을 가하면, 즉, 탄산칼슘을 소

성(calcination)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CO2가 탈기되고

CaO(생석회, quick lime)로 전환되는 상전이(phase

transition)가 발생된다. 

CaCO3 → CaO + CO2(g)

본 TGA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굴패각과 탈황

석회석의 중요한 차이는 같은 화학적 광물학적 조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굴패각의 상전이가 석회석에 비

하여 다소 낮았다는 점이다. 

3.2. 소성 온도와 시간에 따른 XRD 패턴 변화

Fig. 2는 굴패각을 분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700, 800, 850, 900 oC에서 시간을 달리하여 열처리

한 다음, XRD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본 실험은 주

어진 온도에서 대부분의 상전이가 완료되는 시간을 관

찰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결과에 의하면, 700 oC

조건에서는 7 시간이 지나도록 방해석의 피크가 크게

나타난 반면, 800 oC에서는 2시간 열처리 후에 대부분

의 방해석피크가 대부분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850 oC에서는 1 시간 열처리 후에 방해석이 대

부분 사라졌으며, 900 oC에서는 단 15 분 만에 상전

이가 대부분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의 XRD분석결과는 Fig. 2d과 마찬가지로

900 oC 조건에서 열처리한 것이나, 소성 시간을 길게

했을 때(>0.5 hr), 시간에 따른 굴패각 및 탈황석회석

의 상전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본 결과에 의하면, 15분

만에 대부분의 상전이가 이루어진 굴패각에 비하여 석

회석은 훨씬 늦은 3 시간이 되어서야 상전이가 완료됨

을 알 수 있다. 이는 단 것이며, 이는 TGA결과와 상

통하는 것이다. 

석회석 소성 실험에서 특이한 점은 3 시간이상 열처

리(900 oC)한 시료에서는 어떤 방해석피크도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면, 굴패각의 경우는, 석회석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대부분의 상전이가 이루어졌지만, 이

후부터는 소성 시간이 증가되어도 방해석의 주 피크

(29.4° 2θ)가 미약하게나마 남아있었으며(Fig. 3). 이러한

현상은 다른 온도조건에서도 계속 관찰되었다(Fig. 2).

3.3. 소성에 따른 비표면적 변화

석회석을 소성하면, 표면적이 증가되어 반응성이 좋

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rgwardt and Bruce,

1986; Moropoulou et al., 2001; Liu and Yang, 2015).

이러한 현상은 석회석과 굴패각을 900 oC의 온도조건에

서 시간을 달리하여 소성한 후, 비표면적 변화를 관찰한

결과에서도 잘 확인된다(Fig. 4). 소성되지 않은 석회석

과 굴패각의 비표면적은 각각 0.24 m2/g, 1.34 m2/g

로 굴패각이 약 5.6 배 높은 비표면적 값을 보였다.

그러나, 석회석의 경우는 1 시간 열처리하였을 때, 비

표면적이 5.91 m2/g으로, 24.6 배나 증가된 것으로 나

타났다. 

본 비표면적 측정은 일정한 크기로 분쇄된 시료

(125~250 μm)를 열처리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석회

석도 짧은 열처리에 의해 완전히 소성된 것으로 보인

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1 시간의 열처리에도 비표면

적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석회석은 이후 열처

리 시간이 증가되면서 비표면적은 점차 감소되는 양상

을 보였지만, 5 시간 처리 후에도 원시료보다는 훨씬

Fig. 1. TGA analysis results for oyster shell (a) and limeston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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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XRD patterns of the limestone and oyster shells calcined at 900 oC with different calcination duration. 

Fig. 2. Changes in XRD patterns of the calcined oyster shells according to calcination temperature and duration. 

Fig. 4. BET surface areas of the limestone and oyster shells calcined at 900 oC with different calcination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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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비표면적 값을 보였다. 이처럼, 열처리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비표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입자들이 서로

엉겨 붙어 커지게 되는 소결현상(Sintering)에 따른 것

으로 판단된다(Chen et al., 2007). 

반면, 굴패각은 열처리 후에 오히려 비표면적이 현

격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5 시간 처리하

였을 때에는 비표면적이 이전에 비하여 다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석회석과 마

찬가지로 처리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비표면적이 감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면적이 다소 증가되었던 5

시간 처리 후에도 비표면적은 여전히 원시료에 비하여

는 낮게 나타났다. 

3.4. SEM 분석 결과

SEM 관찰결과(Figs. 5, 6)는 소성에 따라 석회석과

굴패각이 소성에 따라 비표면적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열처리하지 않은 시료의

경우, 굴패각은 아주 얇은 판상의 조직들을 보였지만,

석회석의 경우는 상당히 치밀한 조직을 보였다(Fig. 5).

비록 본 논문에서는 판상의 층에 대한 사진만을 제시

하고 있으나, 굴패각은 주상 등 다양한 구조를 갖는다

(Ha et al., 2017). 이로 인하여, 같은 크기로 파쇄하

였을 때 굴패각은 석회석보다 매우 큰 비표면적을 보

인 것으로 보인다. 

석회석을 열처리하였을 때, 원시료에서 보이지 않았

던 많은 기공들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었으며(Fig. 6),

바로 이것이 석회석의 비표면적이 현격히 증가되었던

이유로 판단된다. 열처리시간이 길어질수록 각각의 입

자들이 영겨 붙어 커지고 양상도 잘 보였다. 이는 소

성된 입자들이 점차 소결되는 것으로(Chen et al.,

Fig. 6. SEM images of limestone and oyster shells calcined at 900 oC with different calcination duration.

Fig. 5. SEM images of oyster shells calcined at differen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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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소성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비표면적이 줄어들

었던(Fig. 4) 이유를 잘 설명한다. 

반면, 굴패각의 경우는 소성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조직이 관찰되었다. 자세히 보면 석회

석을 5시간 정도 소성했을 때 보았던 미세한 것과 형

태는 유사하였다(Fig. 6). 그러나, 소성굴패각의 입자는

석회석에 비하여 훨씬 컸고, 1시간의 열처리에서도 입

자가 크게 나타났다. 소성된 굴패각의 표면이 매끄러

운 것으로 볼 때, 소성 과정 중에 입자가 서로 엉겨붙

는 현상(소결)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3.5.굴패각의 과소(over calcination) 이유에 대한

고찰

패각이 석회석보다 큰 입자로 소성되는 현상은 다른

연구에서도 관찰된 바가 있다(Kouzu et al., 2016).

Kouzu et al.(2016)은 석회석에 NaCl을 첨가한 후 소

성하였더니, 패각을 소결했을 때와 같은 형태의 입자

가 발생되는 것을 관찰하여 보고하였다. 사실 Na는 선

광에서 용융점을 낮추는 용제(flux)로 잘 알려져 있다

(Kokal and Ranade, 1994). 석탄발전소연소로나 폐기

물소각로에서 석탄이나 폐기물이 Na를 많이 포함할 경

우, 회의 용융점이 낮아져 클링커가 발생하여 로벽에

달라붙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Skea et al., 2002;

Wang et al., 2015). 

Ha et al.(2017)이 국내산 굴패각과 탈황석회석에 대

하여 XRF분석한 결과(Table 1)도 굴패각은 초음파로

충분히 세척하였음에도 소량이지만 Na를 포함하고 있

음을 잘 보여준다. 반면, 석회석에서는 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해수의 Na가 굴패각에 포획되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굴패각에 Na가 포함되어 있

는 현상은 다른 연구에서도 보고된다(Nair et al.,

2012). 이러한 Na가 소성시 입자들을 엉겨 붙게 하고,

비표면적이 줄어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굴패각을 고온에서 장시간 소성하여도 XRD분석에

서 미약하나마 방해석피크가 계속해서 남아있던 것도

(Figs. 2, 3), 용융된 물질이 표면을 코팅하면서 소성되

지 않은 부분이 그 안에 갇힘에 따라 CO2의 탈기, 즉

상전이가 방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성에 따른 굴패각의 특성변화를 확

인하기 위하여 석회석과 함께 소성 실험을 수행하고,

다양한 광물학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

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굴패각은 판상 및 주상의 입자들의 집합체로 구

성되어 조직이 치밀한 석회석보다는 분쇄했을 때, 같

은 입도에서 훨씬 큰 비표면적을 갖는다. 

2. 열처리를 하게 되면 굴패각은 석회석보다는 낮은

농도에서 상전이가 일어난다. 그러나, 소성 온도와 시

간을 늘려도 일부는 상전이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3. 이는 굴패각에 소량 포함된 Na가 용제로 작용하

여 소성시 입자들을 서로 엉겨 붙게 함으로써 발생된

현상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전이가 일어나지 않은 부

분은 안에 갇힘으로써, 소량이지만 일부는 상전이되지

아니하는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4. 이와 같은 소결 현상으로 인하여 소성 후에는 비

표면적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소

성굴패각의 반응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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