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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분진의 건식 처리기술 현황

§손호상

경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Status of Pyrometallurgical Treatment Technology of EAF Dust

§Ho-Sang Sohn

School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요 약

전기로 제강분진은 아연, 연, 철의 2차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제강분진의 리싸이클링은 분진 중에 함유되어 있는 증금

속 성분 등의 유해원소에 의한 환경문제의 처리에 유용한 방법이다. 본 조사는 기존의 전기로 제강분진을 처리하는 방법의 개선이

나 새로운 처리방법의 개발을 위해 건식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상업중인 처리방법은 노의 형상 등에 따라 로터리 킬른형,

회전노상형, 샤프트형, 용융환원로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처리에서의 생성물은 ZnO와 환원철 또는 슬래그이다. 제강

분진으로부터 ZnO를 만드는 기구는 탄소 열환원과 공기에 의한 아연증기의 산화에 의한 것이다. 

주제어 : 전기로제강분진, 아연, 건식제련, 탄소열환원, 산화

Abstract

EAF (Electric arc furnace) dust is an important secondary resource such as zinc, lead, and iron. Recycling of EAF dust is ben-

efit to solving dispos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the heavy metals entrained in the dust. In this study, pyro-

metallurgical treatment technology of EAF dust reviewed for the improvement of conventional process and development of new

process. The existing technologies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those by rotary kiln process, rotary hearth furnace (RHF) pro-

cess, shaft type process, and reduction smelting process. The product of these processes are ZnO and Fe or slag as a waste. Their

mechanisms for the production of ZnO from EAF dust were carbothermic reduction and oxidation of zinc gas with air.

Key words : EAF dust, zinc, pyrometallurgy, carbothermic reduction, oxidation

1. 서 론

전기로 제강업체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철 스크랩은

정련과정에서 대부분 용해되어 제품화되지만, 스크랩에

함유된 아연과 같은 일부 원소들은 전기로 정련과정에

서 첨가되는 부원료 성분과 함께 분진으로 되어 노외로

배출되고 있다. 전기로 제강공정에서는 조강 1 톤당 약

15 ~ 25 kg 정도의 분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2).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로 조강 생산량은

약 2,100만 톤이므로 제강분진은 약 40만 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전기로 제강공정 중에 발생하는 분진에는 Zn,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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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등을 포함하여 Cd, As, Cr, F 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강력해지는 환경규제로 매립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중금속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어 특정산업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매립시 유해

중금속 성분들이 포함된 침출수에 의한 강물이나 토양

의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강분

진을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기로 제강분진으로부터 유가금속인 아연을

회수하는 기술에는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이 있으며, 지

역적 특성이나 이용 가능한 유휴설비, 시장현황 등에 따

라 복합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습식제련법에는

NH4Cl을 용매로 사용하는 EZINEX process가 상업적

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ZINCEX process, RECUPAC

process 등이 알려져 있다. 건식법은 사용하는 노의 형

상에 따라 킬른형, 샤프트형, 회전노상형, 용융환원형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제강분진 처리기술 중 주요한 건

식법에 의한 처리기술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

고한다.

2. 전기로 조업과 제강분진

전기로 제강법은 고철이나 환원철과 같은 냉철원을

원료로 사용하고,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용해정련하는

방법이다. 현재는 순산소 전로(BOF, basic oxygen

furnace) 다음으로 중요한 제강법이다. Fig. 1에는 철스

크랩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교류식 전기로(electric arc

furnace, EAF)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아크로는 1899

년 Paul Heroult가 발명한 에르식 3상 교류 아크로와,

1970년대부터 개발된 직류 아크로가 있다. 두 가지 다

전극과 원료인 고철 사이에 직접적으로 아크를 발생하

여 가열 용해한다. 

전기로 조업은 용해기(원료장입+용해), 산화기, 환원

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노외정련의 보급에 의

해 환원기를 단축하거나, 완전히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용해기에는 장입된 고체상의 철스크랩의 용융이 시작되

며, 이때부터 휘발성 물질(아연 등)이 제거되기 시작한

다. 산화기에는 산소취입 정련에 의해 C, Si, Mn, P

등의 산화제거와 목표 탄소량으로의 조정, 탈탄비등에

의한 용강 중 수소나 질소의 탈가스 등이 일어나며, 고

염기도, 고산화성 슬래그에 의해 탈린을 촉진한다. 특히

탈탄과정에서 발생하는 CO가스의 방출 과정에서 용철

의 비산과 Zn과 같이 비등점이 낮은 성분의 휘발이 활

발하게 일어난다. 환원기에서는 탈산, 탈황, 합금성분 조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n electric arc furnace

(EAF).

Table 1. Content range and mineralogical phase distribution of major elements present in EAF dusts3)

Element Range(wt%) Phases Containing Element

Fe 24.9~46.9
Fe3O4 is most prevalent phase. In it, Fe cations are replaced to various degrees by Zn, Mg, Ca, Cr, 

Mn, etc. Some Fe is as a metal and as αFe2O3.

Zn 11.12~26.9
50~80% as ZnO. Balance mainly associated with Fe in a mixed zinc-iron ferrite spinel. Very small 

amounts of zinc may be as a sulphide, silicate or aluminate.

Cd 0.03~0.05
Distribution not well established, but possibly as for Zn considering the similarities in most 

properties of the two elements.

Pb 1.09~3.81 Mostly as an oxide. PbSO4 and PbCl2 are also present.

Cr, 

Ni

0.06~0.58

0.01~0.12
Replace Fe in Fe3O4 spinel phase. Some Cr could be as Cr2O3.

Ca 1.85~10.0 As CaO and CaCO3 mainly. The balance may occur as a fluoride, ferrite, or sil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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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출강온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기

로 조업 중에 발생하는 분진은 Fig. 1에 나타낸 천정에

설치된 덕트를 통하여 백필터 등의 제진장치에서 포집

된다. 

제강분진의 조성은 철스크랩 종류, 제조강종, 조업조

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11~27 wt%의 Zn, 25~47 wt% Fe, 1~4 wt% Pb,

0.03~0.15 wt% Cd, 0.1~0.6 wt% Cr, 2~10 wt% Ca

등이 함유되어 있다3). 특히 제강분진의 광물학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철과 아연은 Fe3O4, ZnFe2O4, ZnO,

(ZnMnFe)2O4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4). 그리고 제강분진을 습식으로 체가름하였을 때,

+200 mesh의 입자는 1.5% 정도이며, 200~500 mesh는

약 6.3%, −500 mesh가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

고되어 있으며 주성분은 ZnFe2O4, ZnO이며 소량의

Fe3O4도 존재하였다4). 

Fig. 2에는 제강분진의 X-선 회절분석 결과를 나타내

었다. 분진의 대부분은 ZnFe2O4 (JCPDS #70-6395)와

ZnO(JCPDS #75-7917)로 존재하였으며, 일부 KCl의

피크도 존재하였으나, 나머지 불순물의 경우 농도가 낮

아서 X-선 회절분석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2).

3. 산화아연(ZnO) 제조기술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강분진의 주성분은

Fe와 Zn이며, 가격면에서 Zn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대

부분 제강분진을 처리하여 산화아연의 형태로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산화아연 제조와 관련된 기술에 대

해서 알아본다. 산화아연의 제조에는 건식법으로 간접

법과 직접법, 그리고 습식법의 3가지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3.1. 간접법(Indirect Method)

간접법은 프랑스법(French process)이라고도 하며,

1840년~1845년 프랑스의 Le Clair에 의해서 개발된 것

으로, 금속 아연을 용융한 후에 그 증기를 공기 중의

산소로 산화시켜 ZnO를 제조하는 방법이다5). Fig. 2에

는 간접법과 직접법에 의해서 ZnO를 제조하는 공정의

모식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용융로에서 Zn의 융점

인 419 oC 이상 인 약 500 oC로 Zn 지금을 용융하든

가, Zn 지금을 레토르트(retort)에 장입하고 비등점

(906 oC) 보다 높은 약 1100~1400 oC로 가열하면, Zn

증기가 분출한다. Zn 증기를 산화실로 도입하여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산화시키면 고열과 녹색이나 백색광

을 내면서 ZnO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Zn(s) = Zn(1) = Zn(g) (1)

Zn(g) + O2(g) = ZnO(s) (2)

원료로는 순금속 Zn이나 Zn합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ZnO의 품질은 출발 원료의 순도에 따라 달라진다. 따

라서 고순도의 ZnO를 얻기 위해서는 전기아연 등과 같

은 고순도 Zn을 사용하고 있다. 얻어진 ZnO의 결정은

고온의 ZnO를 냉각시킬 때의 냉각속도에 따라 차이가

나며, 급냉하게 되면 C축으로 긴 침상의 결정이 되지만,

1

2
---

Fig. 2. X-ray diffraction analysis of the EAF dust2).

Fig. 3. The flow sheet for the production of ZnO by indirect

and direc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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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적으로는 서냉하여 얻어진 0.3~0.8 µm 정도의 크기

를 가지는 무정형의 결정을 가진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간접법에 의해 만들어진 ZnO가 후술하

는 직접법으로 만들어진 것 보다 순도가 높으며, 입자

도 더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금속 Zn를 출

발원료로 하여 고온에서 가열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조

비용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 직접법(Direct Method)

직접법은 미국법(American process)이라고도 하며,

Fig. 3에 나타낸 바와같이 출발원료가 금속상의 Zn이

아닌 광석(황화물, 산화물(배소광), 탄산염)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황화물인 경우에는 열역학적으로 Zn(g)를 만

들 수 없기 때문에 산화배소에 의해 산화물로 만든 후

에 다시 환원하여야 하며 산화 반응식은 아래와 같다.

ZnS(s) + O2(g) = ZnO(s) + SO2(g) (3)

배소광인 ZnO는 코크스나 석탄 등의 환원제를 첨가

하여 반응로에 장입하고 가열하여 환원하면 아래 식과

같이 carbon solution loss반응에 의해 생성된 CO(g)에

의해 ZnO가 환원되어 Zn(g) 증기가 발생한다.

C(s) + O2(g) = CO(s) (4)

ZnO(s) + CO(g) = Zn(g) + CO2(g) (5)

이후의 반응은 간접법과 동일하게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식(2)와 같이 산화시켜 ZnO를 만든다. 특히 직접

법의 경우 출발원료가 광석이기 때문에 Pb나 Cd 등의

불순물을 함유하는 경우가 있으며, 황화광석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반응생성물인 SO3나 SO2 가스에 의해

ZnSO4 등이 생성되어 함유되는 경우도 있어서 간접법

에 비하여 순도가 낮은 특징이 있다. 다만 직접법은 열

효율이 좋으며 제조비용이 낮아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3.3. 습식법(Wet chemical method)

습식법은 독일법(German process)이라고도 하며,

ZnSO4 또는 ZnCl2 용액과 Na2CO3 용액을 반응시켜

염기성 탄산아연(xZnCO3·yZn(OH)2·zH2O)의 침전을 석

출시키고, 이것을 여과·수세한 다음 약 400 oC에서 하

소하여 ZnO를 만드는 방법이다. 초기 반응으로 석출되

는 염기성 탄산아연은 반응조건에 따라 다양한 조성을

가지게 된다. 습식법에 의해 제조된 ZnO 입자의 지름

은 건식법(ZnO)에 비하여 작으며, 비표면적이 큰 특징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노입자를 만들 때 이러한 습

식법을 응용하고 있다. 

4. 제강분진의 건식처리기술

4.1. Kiln법

(1) Waelz Kiln법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Global Steel Dust사에서

개발한 기술로, 현재 전세계 전기로 제강분진의 85%이

상이 Waelz Kiln Process(WKP)를 통해 재활용되고

있다. Fig. 4에 나타낸 바와같이 WKP는 간단한 설비

및 구조와 높은 에너지 효율성 및 가동률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6). 특히 WKP는 다양한 농도의 장입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Zn농도가 60~75% 정

도가 함유된 것을 사용하고 있다. 주요설비인 로터리 킬

른은 약 2도의 각도를 가지고 0.4~0.7 rpm의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고체 장입물의 체류시간은 8~10시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입물이 배출구 근처에 도

달하면 거의 모든 Zn은 식 (5)의 반응에 의해 증류되

고 슬래그만 남아서 배출된다. Zn 증기와 CO가스를 함

유한 배가스는 연소대로 흘러들어가서 흡입된 공기에

의해서 완전하게 산화되어 냉각된 후 ZnO는 백필터에

서 포집한다. 

(2) SMM process

SMM process는 Waelz법의 일종으로 제강분진을 처

리하기 위해 Sumitomo Metal Mining사에서 개발하였

으며, 1977년에 Sumitomo Shisaka Works(SSK)에 환

원배소용 킬른 1기와 습식정제설비 및 건조가열 킬른 1

기로 50,000톤/년 규모의 상업용 설비가 설치되었으며,

꾸준한 기술개발과 설비 증설에 의해 1992년부터 년간

3

2
---

1

2
---

Fig. 4. A typical process flow diagram of the Waelz kiln

proces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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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 톤의 제강분진을 처리하여 45,000 톤/년의 조

산화 아연인 ZnO를 생산하고 있다. Fig. 5에는 SMM

process의 공정도를7) 재구성하여 나타내었다.

SMM process는 기본적으로 환원배소공정, 습식정제

공정, 건조단광공정의 3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환원배소공정에서는 원료인 제강분진을 환원휘발하여

Zn을 분리한다. 환원배소가 일어나는 킬른 내에서는 식

(4), (5)에 나타낸 바와같이 탄재의 연소에 의해서 발생

한 CO가스와 제강 더스트 사이의 기체-고체간의 반응

이 일어나며, 저온에서는 식 (6), (7)과 같이 철이 환원

된 후에 Zn의 환원이 일어난다.

Fe2O3(s) + 3CO(g) = 2FeO(s) + 3CO2(g) (6)

FeO(s) + CO(g) = Fe(s) + CO2(g) (7)

식 (5)에 의해서 환원된 Zn 증기는 식 (2)의 반응에

의해 킬른내의 가스 중에서 조산화 아연으로 재산화 된

다. 제강더스트 중의 철분은 환원되어 클링커(clinker)로

서 배출된다. 조산화 아연은 전기집진기(E.S.P)와 백필

터(B.F.)에서 회수하고, 물을 첨가하여 슬러리 상태로 만

든 후 습식정제공정으로 보낸다.

습식정제공정에서는 Waelz 킬른에서 생산된 조산화

아연과 함께 외부에서 구입한 조산화 아연과 소다회를

첨가하여 F, Cl 등을 제거한 후 탈수기에서 처리한 후

에 건조 킬른으로 보낸다. 건조 킬른에서에서는 건조가

열에 의해 조산화 아연 케이크를 하소하여 펠렛형태의

조산화 아연을 생산하고 있다. 

(3) SDHL Waelz process

이 프로세스는 Waelz Kiln법을 에너지소비 측면에서

개량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Fig. 6에 나타낸 바와같이

3가지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8). 즉, Zn이 함유된 부산

물들의 수송과 보관, 그리고 부원료인 석회석과 코크스,

물을 혼합하여 펠렛을 만드는 원료 준비공정이 있다. 그

리고 배합된 원료를 Waelz kiln에서 건식법으로 처리하

는 공정에서는 약 1200 oC에서 Zn을 가스화시켜 재산화

시킨다. 마지막으로 배가스를 처리하고 Waelz oxide라

부르는 조산화 아연을 분리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SDHL Waelz process에서 Zn, Pb, Cl, Cd 등은 환

원 휘발하고 Fe는 환원되어 철 클링커로 배출 된다. 배

출되는 클링커는 수쇄하여 20 mm Size로 만들어 적치

하고, 휘발분은 조산화아연으로 백필터에서 포집하고 있

다. 그 조성은 Zn 65%, Pb 5% 등으로 Zn과 Pb의

혼합 염화물이 같이 공존한다. 한편 Kiln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최종적으로 대기 중에 배출되기 전에 활성

탄을 이용하여 기준치 이하의 다이옥신이 함유되도록

처리하고 있다. 

SDHL Waelz process는 스페인(Befesa Zinc Aser

S.A.U., Asua-Erandio), 독일(Befesa Zinc Duisburg

GmbH, Befesa Zinc Freiberg GmbH), 한국(Befesa Zinc

Korea, Ltd.), 터키(Befesa Silvermet S.L., Iskenderun) 그

리고 프랑스 (Recytech S.A., Fouquières-les-Lens)의 5개

공장에서 성공적으로 조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5. Simplified flow diagram of a　SMM process of EAF
dust treatment process flow at the Shisaka Works7).

Fig. 6. Schematic diagram of SDHL Waelz proces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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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RHF법

RHF(Rotary Hearth Furnace)법은 킬른법과 달리 도

너츠형상의 회전로를 중심으로 하는 고온환원 프로세스

이다. RHF법은 원래 환원철 제조를 위한 프로세스로서

개발된 것이었으나,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더스트

나 슬러리의 처리기술로도 주목받게 되었다. Fig. 7에

RHF 법의 모식도를 나타내었으며9), RHF법은 원료준비

와 조립하는 공정, RHF에서 환원하는 공정, 배가스 처

리공정, 그리고 DRI(Direct Reduced Iron) 처리공정으

로 이루어져 있다10). 더스트 등을 부원료와 혼합하여

펠렛이나 브리켓트로 만들어 회전로 중에 균일한 두께

로 장입하고, 약 1300 oC(조업조건에 따라 온도에는 차

이가 있음)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환원하며 DRI를 만들

었다.

그 후 제강 더스트 중에 함유되어 있는 Zn을 회수하

는 기술로 발전하였다. Zn이 함유된 분진을 탄소질 환

원제와 함께 괴상화하여 RHF에서 반응시키면 식 (4),

(5)의 반응에 의해서 Zn 증기가 발생한다. 이 Zn 증기

는 RHF내에서 공기와 연속적으로 혼합되면서 재산화되

어 식 (2)의 반응에 의해 ZnO로 만들어진다. 여기서

만들어진 조산화 아연은 70~90 wt% ZnO 정도로 원료

에 따라 차이가 있다.

RHF기술을 바탕으로 ZincOx사에서 한국에 년간 20

만 톤의 제강분진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건설하였다.

전세계적으로는 약 20기 정도가 가동되고 있으며, 주

생산품은 DRI와 조산화 아연이다.

4.3. 샤프트형(PRIMUS법)

PRIMUS법은 Fig. 8에 나타낸 것처럼 샤프트형의 다

단 수직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11). 석탄과 제강분진을

혼합하여 최상부에 장입하면 상부에서부터 다음 단으로

하강해 간다. 반응온도는 석탄의 1차연소와 CO가스의

2차 연소에 의해 약 1100 oC까지 가열할 수 있다. 고

온에서 환원된 금속상의 Zn과 Pb는 증류되어 재산화되

고 백필터로 포집하며, 실수율은 약 95%로 알려져 있

다. 노의 바닥부분에서는 환원철(환원율 90~95%)이 배

출되며, 냉각 후에 고로나 전기로 제강에 공급된다.

PRIMUS법은 저가의 원료를 공급할 수 있고, 1000~

1100 oC의 온도에서 강력한 교반작용과 높은 열효율에

의해 신속한 환원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특

히 생성되는 환원철은 90%의 금속화율을 가지며, ZnO

의 품질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4. 용융환원형

(1) Ausmelt TSL법

Outotec사의 Ausmelt TSL(Top Submerged Lance)

법은 호주의 CSIRO에서 개발한 Sirosmelt에서 유래한

것으로 Fig. 9에 모식도를 나타내었다12). 기본적으로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침지랜스를 통하여 연료와 산소부

화 공기 등을 용탕에 취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력한

교반에 의해 반응속도가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기술은 Cu, Pb, Ni, Sn, Zn, 백금족 원소, 그리고 철

강을 비롯한 산업 부산물 등을 처리하는 많은 상업로에

서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건식공정에 응용할 수

있다. 특히 Zn을 함유하는 부산물은 환원제인 석탄과

함께 반응시켜 ZnO와 슬래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또

한 필요에 따라서 EAF 분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 Zn

함유 부산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고려아연, 영풍, GRM에서 이 공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원료들을 처리하고 있다.Fig. 7. Dust recycle equipment flow at RHF process9).

Fig. 8. Flow chart of PRIMUS process for treatment of EAF

dust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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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제인 석탄과 플럭스 등은 노의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장입구(feed port)를 통하여 장입할 수도 있다.

특히 상부의 TSL은 특수한 구조의 다중관으로 되어 있

고13), 석탄과 공기 등이 랜스를 통하여 슬래그 상부의

용탕에 직접 투입되어 강력을 교반을 일으킨다. 용탕에

서는 장입원료 중의 Zn 등이 환원되어 금속상의 증기

가 발생한다. Zn을 비롯한 금속의 증기는 노 상부의

빈공간(freeboard)이나 보일러실에서 2차연소용 공기에

의해서 산화되며, Zn은 ZnO로 회수한다.

Fig. 10에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TSL 조업 공정도를

나타내었다14). 석포제련소와 고려아연에서는 Smelting

로와 Cleaning로의 2기를 연결하여 연속조업을 하고 있

다. 다양한 원료를 Smelting로에 장입하며, 여기서 Zn

가 환원되어 ZnO로 재산화된다. ZnO는 폐열 보일러,

정전기 집진기에서 회수한다. Smelting로에서 생성된 슬

래그는 연속적으로 cleaning로에 공급되며, 여기에는 환

원제인 석탄만 공급하며, 생성된 산화물은 정전기 집진

기에서 회수한다.

(2) MF로(Mitsui Miike Furnace)

1913년부터 수평 증류로를 이용하여 아연제련을 하여

온 Miike제련소에서 1965년에 제련 슬래그류를 처리하

기 위하여 개발한 방법이지만 현재는 주로 제강분진을

처리하고 있으며, 아련제련 잔사나 동, 은 함유 리싸이

Fig. 9. A typical TSL furnace showing among others

dimensions, architecture, lance structure, refractories,

cooling panels, taphole, boiler system, and the basics

of the lance operation12).

Fig. 10. Flow sheet of the “TSL Plant” at Sukpo Zinc Refinery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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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원료도 처리하고 있다. Fig. 11에는 MF로의 단면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원료인 제강더스트, 세정한 용융연회, 아연제련 잔사

등의 원료와 플럭스인 규석, 열원인 석탄을 바인더(펄

프폐액)와 함께 혼합하여 건류한다. 건류한 원료를 로드

밀로 분쇄하여 브리켓트로 만들어 MF로에 공급한다.

MF로에서는 200 oC, 23.5% O2의 공기에 의해 반응하

여 연소되면서 용해한다. 이 과정에서 아연이나 연은 환

원휘발되어 노의 측면에 있는 이차연소 공기에 의해 산

화된 후 백 필터에서 회수한다15). 회수한 산화물은 가

성소다로 세정한 후 고압 필터프레스로 고액분리한 후

에 아연정련의 원료로 판매하고 있다. MF로의 특징은

저품위 원료로부터 아연, 연, 동 등의 유가금속을 동시

에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ScanArc법

상기한 Kiln법이나 RHF법과는 달리 에너지원의 일부

를 공기 중의 산소를 이용하는 플라즈마가 담당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EAF 처리기술로서 전기값이 싼 지역

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12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샤프트형의 용융로에 괴상의 EAF더

스트, 코크스, 석회석 등을 장입하고 플라즈마에 의해

용융한다. 플라즈마 토치에서는 천연가스와 혼합된 플

라즈마 가스가 슬래그층에 취입되어 강력한 교반에 의

해 환원반응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다. Zn과 함께 휘

발성의 금속성분은 용탕 상부에서 2차연소에 의해서 일

부가 고체상인 ZnO가 용융로에서 배출되어 복사 냉각

챔버에서 공기에 의해 완전히 재산화 된다. 그리고 전

기집진기에서 ZnO를 회수하고 있다. 이때 배출되는 ZnO

는 55~65 wt% 정도의 Zn을 함유하고 있으며, 타 프로

세스와 마찬가지로 철분과 슬래그 등이 배출되고 있다.

(4) ESRF(Elecctric Smelting Reduction Furnace)법

ESRF법은 일본의 구 NKK(현 JFE Steel)에서 제강

용 아크로와 합금철용 침지아크로, 쓰레기 소각용융로

등의 경험에 기초하여 1990년대에 파일럿 시험을 거쳐

서 2010년부터 대만에서 가동 중에 있는 제강 더스트

처리용의 용융환원로이다. TSL이나 MF로와는 달리 열

원으로는 Fig. 13에 나타낸 바와같이 전기 에너지를 사

용하고 있다17). 따라서 발생하는 가스량이 적기 때문에

원료의 비산이 적어서 조산화 아연 중의 ZnO 농도가

약 70% 수준까지 도달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또한 용융 환원의 특징상

철분도 완전하게 환원하여 용선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어서 전기로의 철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

고 1250 oC 이상의 고온이기 때문에 더스트 중의 다이

옥신은 완전히 열분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Fig. 11. Schematic diagram of MF furnace15).
Fig. 12. Submerged plasma process for zinc recovery

(ScanArc process)16).

Fig. 13. Basic concept of ESRF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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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가 간단하여 전기로 공장 내에 설치하여 생성된 제

강 분진을 처리하고 배출되는 용선은 곧바로 전기로에

서 철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대만의

KCRC(Katec Creative Resources Corporation)에서 년

간 4만 톤의 제강분진과 5천 톤의 의료 폐기물을 처리

하여 15,500 톤의 조산화 아연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년간 12,500 톤의 선철을 생산하고 있다.

5. 결 론

제강분진 처리법 중에서 몇 가지 주요한 건식처리법

에 대하여 알라보았다. 노의 형상적인 측면에서는 로터

리 킬른형, 도너츠형상의 회전로형, 샤프트형, 용융로형

등이 있다. 그리고 환원반응 생성물 측면에서는 고상환

원, 용융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열원측면에서는 탄소

열환원법과 전기에너지법이 있다. 생성물 측면에서는 기

본적으로 증류된 Zn을 공기로 산화하여 전부 ZnO 상

태로 회수하고 있으며, 부산물로서 환원철을 생산하는

공정과 용융상태의 용선을 생산하는 공정, 그리고 슬래

그 등으로 폐기하는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와 상관없이 환원제는 전부 탄소인 석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석탄과의 고-고반응이나 석탄의 1차

연소에 의해서 생성된 CO가스에 의한 기-고반응에 의

해서 환원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ZnO의 환

원반응 및 산화반응에 관한 열역학적 고찰과 반응속도

론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새

로운 열원이나 환원제의 검토, 보다 효율적인 노의 형

상에 대하여 검토한다면 새로운 프로세스의 개발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강분진에 다량으로 함유

되어 있는 철분도 회수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나 개발

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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