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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석탄중의 회성분 분석은 노내에서의 슬래깅성 (slagging), 파울링성 

(fOuling), 마모성 및 집진성 등을 예측하거나 구성성분에 따라 석탄의 적정 혼탄비율을 결정하는데 유용하 

게 사용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현재 ASTM에서는 석탄회 분석법은 용융법에 의해 전처리한 후 AAS(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尽 분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분석법은 시료의 수가 많은 경우에 상당 

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여 한전의 모든 발전소의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 연구실의 경우에는 적합 

하지 않다. 따라서, 정확하고 신속한 분석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료를 LiBO를 사용한 용융법과 마이크 

로파를 이용한 용해법으로 전처리를 한 다음 ICP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석탄회 시료를 투명한 pellet으 

로 만들어 XRF로 분석한 결과를 비교 • 검토하였다. 이번에 확립된 두 가지 전처리법에 의한 ICP 분석과 

XRF 방법 모두 석탄회의 주요 성분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 임을 확인할 수 있었 

고, 각각의 방법은 장 •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목적에 따라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The analysis of coal ash is very important to predict some factors, such as slagging and foul
ing in the boiler, and to determine optimum mixing ratios of the each coals used. In ASTM, the analysis of 
coal ash is clarified to use lithium metaborate (LiBQ) as a fluxing agent and then to analyze the pre-treated 
samples using AAS. However, it takes too much time and efforts to analyze many samples by ASTM method, 
as a result, this method is not proper in our laboratory in charge of analyses of all power plants. So we tried 
to establish more convenient and accurate analytical method of coal ash by 3 different methods which are 2 
different pre-treatment methods (fusion dissolution and microwave digestion) and XRF analysis method using 
a clear pellet. Although all 3 methods can be utilized to analyze the major elements of coal ash, each method 
has its own characteristics, therefore, each method should be chosen according to its own purpose.

서 론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석탄중의 회성분 분석은 노 

내에서의 슬래깅성 (slagging), 파울링성 (fouling), 마모성 

및 집진성 등을 예측하거나 구성성분에 따라 석탄의 

적정 혼탄비율을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매 

우 중요하다. 따라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연소계 

통의 장해요인을 파악해야 하며, 또한 발전소에서 배출 

되는 fly as罔 경우 시멘트, 토목재질, 토양개량제 등 

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데, 재활용시 fly ash目 

품질자료 확보를 위해 각 구성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 

보 및 신속한 결과의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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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및 석탄회중의 무기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많은 전처 

리법이 개발되어 왔고,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방 

법은 석탄회를 융제로 LiBQ 또는 LizB.O*을 사용하여 

용융한 후 산에 녹여 AAS로 분석하는 방법 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주요 列지 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없어서 

분석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 이 있으므로 최근에 발표 

된 논문-11에서는 유도결합 플라S마 원자방출분광법 (ICP- 
AES, 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meter)을 이용하여 석탄회의 주요 8가지 성분 

(SiO2, ALO3, Fe2O3, CaO, MgO, TiOz, N2O, K2O)을" 

동시에 분석하거나, X-선 형광분광기 (XR,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나 laser9 등을 이용한 직접 분 

석 법의 방향으로 나이가고 있다.

무기원소 분석에 있어 ICP에 의해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료 매트릭스를 완전히 분해하여 투명 

한 용액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료의 종류나 특성을 충 

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료의 분해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미지 시료인 경우 일반적인 분해방 

법으로는 완전히 분해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fly ash 및 석탄회의 

경우, 그동안 silicate 화합물(암석, 광물)에 대한 전처 

리법을 적용시켜 왔으나 탄종별, 산지별로 그 구성성분 

과 비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예비실험을 수 

행하여 최적의 전처리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 

으로 시료를 산으로 분해시켜 투명용액을 만드는데 산 

이나 알칼리로 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융제와 함께 

용융하여 가용성 염으로 만든다. 석탄회의 경우 그동안 

발표된 논문을 보면, 대부분이 주로 용융법이나 마이크 

로파 용해법을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전처리법이 장 • 단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 성분에 따라 최적의 분 

석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될 수 있는 한 간섭영향이 

적은 전처리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6甲1-13 석탄이나 

fly ash에 대한 분석방법의 응용이 매우 빠르게 발달해 

왔지만 그동안은 주로 미량원소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 

었으며, 미량원소나 주요 원소를 분석할 때 정밀도, 정 

확도 및 시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료 성질의 다양성 때문에 통일된 분석방법 

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최근에는 각 원소들 

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상의 분석방 

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주장이 야기되고 있다.6
우선 본 논문에서는 먼저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과 X<i 회절법 (XRD, 
X-ray Diffractometer 着 이용하여 유연탄과 무연탄 석 

탄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SiOz 등의 특정 

형태에 대한 대략적인 정량분석에 의해 전처리시 용융 

시간 및 가하는 산의 부피 결정에 이용할 수 있는 유 

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표면분석을 실시하였다.

용융법을 사용할 때는 융제에 의한 matrix effect가 방해 

요소가 된다. Walsh and Howie14, Walsh15 및 Brenner16 

등에 의하면 LiBO；를 융제로 하여 용융할 때 silicate 
화합물 등의 분석시 큰 matrix effect는 없다고 하였 

다. 그러나 석탄회의 경우 종류별로 주요 구성광물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가능한 방해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matrix matching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외 

융제비율별과 질산농도별 실험을 실시하였다.

마이크로파 용해법에서는 석탄회의 주성분이 Si 이므 

로 불산을 첨가해야 하나 이때 첨가하는 Si와 불산의 

비율이 적절해야 전처리후 중화하지 않고 직접 ICP로 

분석할 수 있으나,6 잔류하는 불산이 ICP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붕산으로 중화를 하게 된다. 요즈음은 불 

산으로 처리된 시료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토오치, 

분무기 및 안개상자 등이 테프론 재질로서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붕산에 의해 masking할 필요가 없 

어서 메트릭스 효과를 줄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용융법에 의 해 분석 된 결과와 고체 직접 

분석법에 의한 결과를 비교, 검토하기 위해 XRF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XRF를 사용한 석탄회의 분석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표준물질의 부재이며, XRF에 

의해서 석탄회를 정량하고자 하면 다양한 종류 및 광 

범위한 농도범위의 standard bead를 갖추고 있어야 한 

다. 본 실험에서는 고체 분말시료를 bulk상태나 고압에 

서 압축하여 직접 사용하면 화학조성과 입자크기의 불 

균질성으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융제를 사용하여 용융하여 균 

질하고 투명한 glass pellet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실 험

시약, 기구 및 측정기기

1,000 ppm ICP용 표준용액 (Perkin Elmer, USA)과 

LiBO2(Coporation Scientifique Claisse, CANADA), 붕 

산 (Kanto Chemical, JAPAN厝 사용하였다. 그 외 실험 

에 사용한 각종 산(질산, 염산, 불산, 황산)은 동우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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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구입한 반도체 제조용 특급시약을 사용하였다. 

각 실험에는 폴리프로피렌(PP洌질의 volumetric flask를 

사용하였고, 마이크로파 용해장치에는 테프론 재질의 용 

기를 이용하였다. 또한 정확도 검증을 위해 NIST SRM 
2690(coal fly ash着 표준물질로 사용하였고, 실험에 사 

용된 fly ash는 유연탄 발전소와 무연탄 발전소의 fly 
ash를 사용하였다. Fly ash 시료는 분석하기 전에 우선 

미연성분을 제거해야 하므로 800 oC 전기로에서 2시간 

정도 연소 후 곱게 갈아서 200 mesh 이하로 만든 대표 

시료를 사용하였다. 용융 및 마이크로파 용해 (QWAVE 
1000, Questron, USA 彊 거친 시료는 여과지로 여과한 

다음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방출분광기 (ICP-AES; 
Spectro-R GERMANY^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석탄회의 표면형상을 알아보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 

(SEM; JSM 5410, JAPAN)과 석탄회의 구성광물을 

분석하기 위해 X因 회절분석기 (XRD; Ultima+2200, 
Rigaku, JAPAN^ 사용하였다. 그 외 ICP1] 의한 분 

석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X서 형광분석기 (XRF; Multi

channel XRF MXF-2100, Shimadzu, JAPAN)로 분 

석을 실시하였다.

용융법(Fusion dissolution method润I 의한 분석

우선 107土 5 °C로 조절된 오븐에서 시료를 약 2시 

간 이상 건조하여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금(Au) 

5%가 포함된 백금도가니에 시료와 융제 LiBO를 넣 

어 잘 섞은 다음, 1,000 oC의 전기로에서 용융한다. 이 

때 소요되는 시간은 시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10- 
30분 정도이면 완전히 용융되나, 약 5분 간격으로 한 

번씩 흔들어주면 용융이 빨리 진행되어 소요시간을 줄 

일 수 있다. 용융이 끝나면 백금도가니를 냉각한 다음 

증류수와 질산 용액이 담긴 400 ml 비이커에 백금도가 

니를 넣은 후 약 1시간 동안 교반한다. 완전히 투명한 

용액이 되면 여과지로 여과한 후 1L로 희석한다. 오 

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금도가니는 반드시 묽은 질산 

용액으로 끓인 다음 증류수로 세척하여 사용하고, 세척 

후에는 깨끗한 집게를 사용하여 분석자나 주변 환경으 

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이크로파 용해 법 (Microwave digestion method)에 

의한 분석

시약으로 질산, 불산, 황산 및 염산을 사용하였다. 

준비된 시료를 0.1 mg까지 정확히 측정하여 0.1g을 

취하여 용기에 넣은 후 적당량의 산을 가하여 밀폐한 

뒤 Table 1에 나타낸 프로그램으로 작동하였다.

Table 1. Procedure for microwave digestion

step temp.(oC) power (W) ramp (sec) dwell (min)

1 200 700 5 15, 25, 35, 45
2 180 700 0 10

Step 1은 혼합산과 시료에 대한 용해과정이며, step 
2는 남아있는 불산을 중화하기 위해 붕산을 첨가하여 

중화하는 과정이다. 용해과정이 끝나면 가열된 용기들 

을 흐르는 수돗물에 냉각한 후 250 ml로 희석한다. 이 

실험에서는 fly ash의 주성분인 Si를 용해하기 위해 

첨가하는 불산의 양을 1ml, 1.5 ml, 2 m로 변화하면 

서 실험하였고, 이때 혼합산에 황산을 첨가했을 때와 

첨가하지 않았을 때의 각 성분의 용해정도를 비교해 

보았으며, 용해시간을 20〜 5哓으로 증가하면서 각 성 

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위의 실험에서 얻 

어진 최적조건으로 NIST SRM 2690(coal fly ash)을 

사용하여 정확도 및 정밀도를 확인해 보았다.

표준용액의 제조

표준용액은 1000 pp應I stock solution(Si, Al, Ca, 
Fe, Mg, Na, K, Ti：度 사용하여 각각 저, 주 고농도 

별로 제조한다. Si의 농도가 높으므로 다른 원소들에 

대한 간섭을 막기 위해 별도로 제조하고, Na, K 역시 

저농도영역이므로 별도로 제조한다. 검량곡선을 그리기 

위하여 석탄회 시료농도범위에 맞게 표준용액을 제조 

하였다. 각 표준용액은 HNO3 용액으로 각각 2%의 

산농도가 되게 하였고 Milli-Q 증류수기로 제조한 2차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이때 matrix matching 실험을 

위해 시료를 넣지 않고 동일한 분석절차에 의해 blank 
solution을 제조한 후 위와 똑같은 농도별로 stock 
solution을 넣고 blank solutio宓로 희석하여 별도의 

matrix matching standard를 제조한다.

XRF 에 의한 분석

분석방법은 107土 5 oC에서 충분히 건조시킨 시료 1 
g과 lithium tetraborate(Li2B4O7) 5.5 g을 교반용 mill 
에서 잘 섞은 후 fusion bead casting machine을 사 

용하여 1,100 oC에서 10분 동안 용융한 다음 mold에 

넣고 만든 투명한 glass bead를 XRF 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표면분석

우선 각 fly ash에 대한 SEM과 XRD 분석을 통해

2000, Vol. 44,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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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M image of bituminous coal fly ash (x500).
Fig. 3. XRD spectrum of bituminous coal fly ash.

Fig. 2. SEM image of antracite coal fly ash (x500).
Fig. 4. XRD spectrum of antracite coal fly ash.

표면 형상 및 주요 구성광물을 살펴보았다. Fig. 1의 

SEM 사진을 보면, 유연탄(bituminous) fly ashg 경 

우 구형의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관찰된 

다. 이는 석탄이 보일러 노내의 고온에서 연소하여 대 

부분의 광물질의 용융점 이상인 1,500土 200 °C 온도범 

위에서 순간적으로 연소되어 아주 미세한 구형의 분말 

상태로 만들어진 반면에, Fig. 2의 무연탄(antracite) 
fly ash인 동해화력 fly ash目 SEM 사진에서는 Fig. 
1과는 달리 별로 구형의 모습을 볼 수 없고, 입자의 

형상이 각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 

는 동해화력의 경우 보일러 노내 온도가 900 oC 정도 

로 다른 화력발전소에 비해 낮아서 배출되는 fly ash 
는 고온의 연소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XRD 결과를 살펴보면, Fig. S의 삼천포화력 

fly ash의 주요 구성광물은 mullite(Al6Si3O13), quarSQ) 
이며, Fig. 调 동해화력 fly as罔 주요 구성광물은 mic- 
roline(KAlSi3O8), quartz(SiOi), gypsum(CaSO4), mullite 
(AkSisOQ 및 kalsilite(KAlSiO4炉 나타났다. 삼천포 

화력 fly ash의 주성분은 mullite로서 보일러 노내 온 

도가 동해화력보다 높기 때문에 고온 생성물인 mullite 
가 많고, 동해화력 fly ash는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 

생성될 수 있는 microlin*} kalsilite 등이 나타났다. 

이상의 표면분석결과에서 fly ash回 성상을 결정짓는 

요인은 석탄의 종류뿐만 아니라 보일러의 운전조건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연탄 fly 
ash의 SiO2 함량이 무연탄 ash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전처리시 용융시간 및 

산의 양 등을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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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법에 의한 분석

석탄회 분석에 적합한 전처리 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먼저 LiBO를 융제로 사용하는 용융법을 시도하였다. 

Tompson12은 silicate 화합물을 용융법에 의한 분석시 

주로 시료 0.5gl] 융제 1.5g을 넣고 분석하며, ASTM17 
에서는 시료 0.1g에 융제 0.5 g을 권장하고 있다. 화 

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회 시료의 경우 주성분인 

SiO의 함량이 보통 30〜 70% 정도이므로 시료의 양을 

0.3 g으로 할 경우 1 L로 희석할 때 가장 적절한 농도 

범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어, 시료의 양을 0.3 g으로 

고정시키고 시료와 융제의 비율을 1:2, 1:2.5, 1:3, 

1:4 및 1:皿 변화하면서 실험을 하였다. 확립된 시료 

와 융제의 비율에 대한 용융법을 통한 전처리시 용융 

물을 용해시키기 위해서는 증류수에 질산을 첨가하므 

로 첨가되는 질산의 농도를 변화시켜 ICP 분석시 영 

향을 살펴보았다. NIST SRM 2690을 이용하여 융제 

비율별 실험과 질산농도별에 대한 최적의 분석조건을 

찾아보았고, 확립된 방법으로 NIST SRM 2690을 반 

복 실험하여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인하였다.

융제비율별 실험. 우선 유연탄과 무연탄 fly ash에 

대한 최적 전처리법을 찾기 위해 NIST SRM 2690 
fly ash를 가지고 융제의 비율을 변화시켜 보았다. 시 

료의 양을 0.3 g으로 고정시키고 시료와 융제의 비율을 

1:2, 1:2.5, 1:3, 1:4 및 1:5로 변화하면서 실험을 하 

였다. 분석결과 Fig. 5와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Al, F渦 경우에는 시료와 융제의 비율이 1:2일 때를 

제외하고는 土2。（신뢰도 95.4%） 범위에 측정값이 존 

재하며, 1:3일 때 SR]^에 가장 근접하게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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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ffect on rations of sample to flux in case of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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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n ratios of sample to flux in case of Al.

반면에 K, 上은 거의 융제의 비율과 상관없이 비슷하 

게 나타났으며, Ng 경우 1:3, 1:4일 때를 제외하고는 

土 2。범 위 에 측정 값 이 존재 하였다. Ca와 Mg의 경 

우 Fig. 科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융제의 양에 따 

른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SRM或과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보통 융제의 양이 증가하면 물리적 간섭에 의한 분 

무량의 감소, 분무기나 토오치에 엉겨붙는 현상 및 융 

제에 의한 매트릭스 간섭으로 인해 각 원소들의 분석 

값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실험을 통해 시료와 

융제의 적절한 혼합이 완전한 용융을 도모할 수 있으 

며 IC何]서 매트릭스에 의한 영향을 최소로 하면서 

최적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융제의 비율을 결정하 

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실험결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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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n rations of sample to flux in case of Mg.

체적으로 융제의 양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 

로 판단되며, 가능한 최소한의 융제를 사용하는 것이 

융제에 의한 오염과 간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본 실험에서는 시료와 융제의 비율에 대한 최적 

조건을 1:拦로 결정하였다.

질산농도별 실험. 융제비율별 실험에서 시료와 융제 

의 비율을 1:終로 확립한 후 용융법을 통한 전처리시 

용융물을 용해시키기 위해서는 증류수에 질산을 첨가 

하므로 첨가되는 질산의 농도를 변화시켜 ICP 분석시 

영향을 살펴보았다. 용해시 증류수 175 ml에 넣는 질 

산을 5 ml, 10 ml, 15 ml 및 20 ml로 변화하면서 분 

석한 결과, Al은 질산 10 ml와 15 ml의 경우 土2。범 

위에 측정값이 존재하며 , 20 ml일 때 농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F点 그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그 외 Ca과 Mg은 질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값이 감소하며 SRMJ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질산의 양을 증가시키면 용융물의 용해시간은 단축 

할 수 있으나, 시료용액의 점성이 증가하므로 역시 분 

무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Al, F*] 경 

우 20 ml 사용시 농도가 많이 낮아지므로 전체 희석 

율에 대한 농도를 고려해 볼 때 증류수 175 ml에 질 

산 10 ml로 용해하는 것이 거의 모든 원소들에 대해 

최적의 조건으로 나타났다.

Matrix matching 실험. 이 실험에서는 NIST SRM fly 
ash를 사용하여 matrix matching standard로서 검정곡 

선을 작성하여 분석한 결과와 matrix matching하지 

않은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보았다. 앞에서 실험한 최 

적조건으로 시료를 5회 분석하여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Matching한 시료는 Si, Mg, Ti을 제외하 

고는 신뢰도 95% 구간내에 있으며, matching하지 않 

은 시료보다 보다 좋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Matrix 
matching을 하지 않은 시료는 Al, Fe, Mg를 제외하 

고는 역시 신뢰도 95% 구간내에 존재하나 전체적으로 

볼때 두 방법 모두 몇가지 원소에 대해 신뢰도 95% 
구간을 벗어나지만 비슷한 경향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보였다. 주성분 Si에 대한 최적조건을 Na, K 등에 대 

해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데, 이것은 Si함량이 

매우 높은데 비해 상대적으로 Na, K의 함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EIE(Easily Ionizable Element) 
원소들은 플라즈마의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원소들을 정량할때는 matrix matching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 크로파 용해법 에 의 한 분석

본 실험에서는 fly as罔 주성분인 Si를 용해하기

(unit: wt%)Table 2. Results of matrix matching using NIST SRM 2690

Method SiO2 Al2O3 Fe2O3 CaO MgO NaQ K2O TiO2

Certified value 55.30 23.33 5.10 7.99 2.54 0.32 1.25 0.87

1 mean 57.83 23.24 5.21 8.21 2.69 0.33 1.21 0.95
SD 0.20 0.34 0.09 0.15 0.05 0.01 0.02 0.01

卩(95%) 0.32 0.55 0.11 0.18 0.07 0.02 0.03 0.02
RSD(%) 0.35 1.47 1.72 1.78 1.99 3.08 1.79 1.38

2 mean 54.83 24.12 4.83 7.86 2.30 0.32 1.18 0.85
SD 0.36 0.20 0.03 0.06 0.07 0.01 0.05 0.01

卩(95%) 0.57 0.25 0.04 0.08 0.09 0.01 0.06 0.01
RSD(%) 0.65 0.85 0.69 0.82 3.15 2.83 4.40 0.83

* “T‘： matrix matching "2": no matching
* !丄：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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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첨가하는 불산의 양을 1ml, 1.5 ml, 2 ml로 변 

화하면서 실험하였고, 이때 혼합산에 황산을 첨가했을 

때와 첨가하지 않았을 때의 각 성분의 용해정도를 비 

교해 보았다. 또한 적정 용해시간을 결정하는 것도 마 

이크로파 용해시 중요한 문제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미량원소를 분석할 때에 이 점 이 중요하므로 용해시간 

을 20〜 50분으로 증가하면서 각 성분의 변화를 살펴본 

다음 위의 실험에서 얻어진 최적조건으로 NIST SRM 
2690(coal fly ash着 사용하여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 

인해 보았다.

불산의 양에 따른 변호卜. 본 실험에 사용한 ICP에서 

는 잔류하는 불산의 영향 때문에 직접 주입할 수 없 

고, 각 시료별로 그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불산 

의 양을 찾기 위해 다음 식 (1), (2) 및 ⑶과 같이 

조건을 변화하면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불산의 비 

율을 변화시키면서 황산을 넣지 않고 분석한 결과를 

함께 비교해 보았다.

시료 0.1 g+HNQ 4ml+H2SQ 2ml+HF 1 ml+HCl 1 ml
(1) 

시료 0.1 g+HNQ4ml+H2SO4 2ml+HF 1.5 ml+HCl 1 ml
(2) 

시료 0.1 g+HNQ4ml+H2SO4 2ml+HF 2 ml+HCl 1 ml

(3)

분석 결과, 황산을 첨가했을 경우 불산의 양이 증가 

함에 따라 Al, Ca, Mg 및 K 등의 원소들은 값이 

감소한 반면에 Ti, Na는 거의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 

었다. 황산을 첨가하지 않았을 경우 역시 불산 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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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s of HF in case of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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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ffects of HF in case of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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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s of HF in case of Al.

2.0

증가에 따라 Al, Fe, Ca 및 Mg 등은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Fig. 9, 10, 11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Al, Ca, Mg는 불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불용성 

fluoride 화합물을 많이 형성하게 되므로 현저하게 그 

값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Fig. 12에 나 

타낸 Fe均 경우에는 황산의 영향이 별로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본 실험에서는 불산을 1 ml 
를 사용하고 황산을 첨가했을 경우에 보다 SRM就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용해시간의 변호卜. 마이크로파 용해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불완전 용해이며, 이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용해시간과 power이다. 본 실험에서는 power를 

700 W로 고정시키고 위에서 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질 

산 4ml, 황산 2ml, 불산 1ml, 염산 1ml를 넣고 시간

2000, Vol. 44, No. 6



570 朴賢珠.金京淑.梁谒蘭.李桂浩

(
次) u  으
 £
U
8
U
O
O

Fig. 12. Effects of HF in case of Mg.

을 20, 30, 40 및 5堰E로 변화하면서 각 성분원소 

의 용해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A1 의 경우 3堰 용해시 SR聞에 근접했 

고, Fe, Ca, Mg는 시간에 따른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보통 용해시간이 길어질수록 완전용해가 이루 

어질 것2로 예상되었으나, 어느 적정시간이 경과하면 

몇몇 원소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모든 원소들의 용해에 적합한 시간을 

찾기는 어려웠다. 본 실험에서는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 용해시간을 3堰纟로 정하였다.

최적조건에 의한 SRM 분석. 지금까지는 불산의 양 

및 용해시간, 황산의 주입 유무에 따른 각 성분의 용 

해정도를 살펴보았고, 이에 따라 확립한 최적조건에 의 

해 NIST SRM 2690을 5회 분석한 결과를 Table 3 

에 나타내었다. S를 제외한 주요 원소들에 대해 RSD 
0.50 〜 6.60% 이내로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XRF 에 의한 분석

본 실험은 용융법에 의한 ICP 분석결과와 XRF를 

이용한 정량분석 결과를 서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실 

시되었다. 먼저 기존의 standard bead중에서 가장 구 

성성분들이 비슷한 NIST SRM과 BCS CRM 2종류 

의 표준물질에 대한 2회 분석하여 평균치를 적용한 

XRF 성분분석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 

은 다양한 종류 및 광범위한 농도범위의 standard 
bead를 가지고 있는 연구소에 의뢰해서 얻은 결과로써, 

괄호속에 표시된 표준물질에 대한 certificate value와 

실제 분석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C這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원소들에 대해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각 분석법에 의한 결과 비교

NIST SRM 2690과 실제 fly ash 시료에 대하여 

LiBO2를 사용한 용융법과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용해법 

纟로 전처리를 한 다음 ICP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와 시료를 투명한 pelle侄로 만들어 XRF로 분석한 

결과를 비교 • 검토하였다.

우선 NIST SRM 2690에 대한 분석결과를 Table 
5에, 유연탄과 무연탄을 사용한 발전소에서 나온 실제 

fly ash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 

다. 전체적 E로 볼 때, 용융법이나 마이크로파 용해법

Table 3. Results of NIST SRM 2690 by microwave digestion method

Elen
Items 二 SiO2 ALO3 Fe2O3 CaO MgO N2O K2O TiO2

Certified value (%) 55.30 23.33 5.10 7.99 2.54 0.32 1.25 0.87
mean (%) 43.50 22.88 4.96 8.04 2.66 0.35 1.37 0.86
SD 0.89 0.17 0.04 0.16 0.02 0.02 0.01 0.06
［丄(95%) 1.10 0.22 0.05 0.20 0.02 0.04 0.01 0.07
RSD (%) 2.04 0.76 0.81 1.96 0.57 4.32 0.65 6.58

*卩:confidence interval

Table 4. Results of standard materials by XRF

Element
Standard SiO2 Al2O3 Fe2O3 CaO MgO N2O K2O TiO2

NIST SRM 2690 54.41 22.72
5.10 (5.10)

9.27 2.56 0.34 1.29 0.86
(55.30) (23.33) (7.99) (2.54) (0.32) (1.25) (0.87)

BCS 315 firebrick
49.92 42.35 3.33 0.64 0.53 0.07 0.53 1.20
(51.2) (42.4) (3.01) (0.34) (0.57) (0.13) (0.52)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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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NIST SRM 2690 by ICP and XRF (unit: wt%)

Method ICP
XRF Certified value

Element Fusion Microwave digestion

Si。？ 57.83±0.40 43.52±1.76 54.40 55.30±0.53
AL0 23.24±0.68 22.88±0.34 22.72 23.33±0.40
Fe20 5.21±0.18 4.96±0.08 5.10 5.10±0.09
CaO 8.21±0.30 8.04±0.32 9.27 7.99±0.18
MgO 2.69±0.10 2.66±0.04 2.56 2.54±0.08
Na2。 0.33±0.02 0.35±0.04 0.34 0.32±0.03
K2O 1.21±0.04 1.37±0.02 1.29 1.25±0.05
TiO2 0.95±0.02 0.86±0.12 0.86 0.87±0.02

*Mean土Two standard deviation (95.4% confidence level)

Table 6. Results of fly ash samples by fusion and XRF (unit: wt%)

Method D-power plant fly ash S-power plant fly ash
Element Fusion XRF Fusion XRF

SiO2 44.99±1.20 43.66 54.07±0.83 52.67

AL0 30.58±0.86 32.30 23.45±0.21 22.95
FezQ 3.97±0.11 4.14 7.79±0.05 7.61
CaO 7.21±0.18 10.19 8.61±0.06 9.87
MgO 0.64±0.02 0.68 1.64±0.01 1.59
NaQ 0.12±0.005 0.13 0.41±0.005 0.41
K2O 3.71±0.12 4.17 0.77±0.01 0.84
TiO2 1.96±0.05 1.78 1.29±0.01 1.14

*Mean± Standard deviation

에 의한 전처리 후 ICP 분석시 몇 가지 원소들을 제 

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XRF는 

대부분의 주요 원소들에 대해 감도가 뛰어나나 Ca값은 

세 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그 외 

마이크로파 용해법에서는 주성분인 Si 성분이 상대적 

으로 낮게 관찰되었지만 Si를 제외한 원소들에 대해서 

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 론

본 실험은 coal ash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우선 융제를 사 

용한 용융법에서는 시료와 융제의 비율이 1:3이고 용 

해시 질산의 양이（10 ml증류수 175 ml）일 때를 최적 

조건으로 선정하고, NIST SRM fly ash, 우리 나라 

유연탄 및 무연탄 fly ash에 대해 적용시켰다. 정확도 

및 정밀도 검증을 위해 SRM을 분석한 결과 RSD값 

이 0.35〜3.08% 이내로 나타났으며 주요 戶卜지 원소 

들의 대부분이 신뢰도 95%에서 certified valu昇 일 

치함을 t-test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matrix 
matching 실험의 결과, 2% 이상의 성분에 대해서는 

marix effect를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2% 이하의 

저농도인 Na, K과 같은 EIE 원소에 대해서는 상당한 

영향을 받으므로 향후 matrix matching 된 표준용액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이크로파 용해법에서는 불산의 양 및 혼합산의 종 

류에 따른 각 성분의 용해정도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 

으로불산의 양이 증가할수록 불산의 점성 과 밀도차에 

의해 분무시의 시료 도입효율이 떨어져서 시료의 용해 

도가 낮아졌고, 불산의 양이 증가하면 Al, Ca, Mg등 

의 원소들이 불용성 fluoride 화합물을 형성하기 때문 

에 용해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황산을 첨가할 경우 거의 모든 원소들에 대해 용해도 

가 높아졌으며, 주요 원소들에 대해 시료 0.1 g에 불산 

1 ml, 황산 2 ml, 질산 4 ml 및 염산 1 ml의 혼합산으 

로 30분간 용해하는 것을 최적조건으로 선정하였다. 

2000, Vol. 44, No. 6



572 朴賢珠.金京淑.梁錫蘭.李桂浩

SRM 분석결과 Si를 제외한 주요 원소들에 대해 RSD 
0.50 〜 6.60% 이내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XRF 분석은 융제를 사용하여 시료를 녹인 다음 투 

명한 glass pellet를 만들어 시도한 결과, Ca을 제외한 

주요성분 분석에서는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에 확립한 3가지 분석조건 모두 좋은 정밀도를 

나타냈으며, 석탄회에서는 연소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Ca, Mg, Fe, Na, K 등이 주 관심대상으로 향후 목 

적에 적합한 분석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짧은 시간내에 많은 분석이 필요하지만 Si 
의 분석 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이크로파를 이용 

한 용해법으로 전처리한 후 ICP로 분석하는 것이 최 

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Si와 C^ 포함한 모든 

원소들을 동시에 정량하기에는 LiBO를 융제로 사용한 

용융법으로 전처리한 후 ICP로 분석함으로써 좋은 결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XRF 분 

석법은 용융법이나 마이크로파 용해법에 비해 인력소 

모가 적으면서 주요 원소를 동시에 정 량하는데 우수한 

방법이지만 다양한 종류 및 광범위한 농도범위의 

standard bead를 갖추고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석회석 

을 사용하는 탈황설비와 유동층 보일러에서 나오는 fly 
as 国 분석에서 중요한 Ca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 

는 단점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나 

라 coal ash에 대한 최적의 분석방법의 확립을 위해 

laser 등을 이용한 고체시료의 직접 분석법에 대한 연구 

를 진행중이며, 향후 주요 戶卜지 성분분석 외에도 다양 

한 종류의 미량원소의 분석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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