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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flue gas desulfurization (FGD) process is currently the most effective process utilized to remove sulfur dioxide from stack gases
of coal-fired plants. However, FGD systems use a lot of limestone as desulfurizing agent. In this study, we use limestone sludge, which
is a by-product of the steel industry, to replace the desulfurizing agent of the FGD system. The limestone particle size is found to be
unrelated to the desulfurizing rate; the gypsum purity, however, is related. Limestone sludge mixes with limestone slurry delivered at
a constant rate in a desulfurizing agent with organic acid are expected to lead to a high desulfurization efficiency and high quality by-
product (gyp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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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화의 급격한 진전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

여, 화석연료는 근대화 초기부터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각광 받아왔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연소가스가 환경을 오

염시키면서 이에 대한 처리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

히 화력발전소의 주 연료인 유연탄 중에 함유된 많은 양

의 황산화물은 산성비와 연무를 발생시키고, 미세 먼지로

변하여 환경에 큰 영향을 준다.
1,2)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황

산화물 배출 기준을 규정하고,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다

양한 저감 기술을 개발해 왔다. 그 결과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90% 이상의 제거율을 가지는 배

연탈황기술(Flue Gas Desulfurization : FGD)이 개발되어,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3,4) 
배연탈황

이란 흡수(Absorption), 흡착(Adsorption), 산화(Oxidation)

및 환원(Reduction) 등의 원리를 이용해, 연소 후 배기가

스 중 포함되어 있는 SOx를 제거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

존 배연탈황기술은 흡수제의 수분량에 따라 크게 건식법

과 습식법으로 대분할 수 있다. 습식법의 기본적 탈황반

응은 석회석의 용해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석회석

이 용해한 후 배기가스 중의 황성분과 반응하여 이수석

고로 생성되는 반응이다. 즉, 습식법은 물 또는 알칼리성

용액의 흡수제를 이용하여 기상의 SO2를 흡수하고, 흡수

된 가스는 알칼리 성분과 반응하며, 이때 생성된 슬러지

는 탈수 처리하여 석고(Gypsum)와 같은 부산물을 생성한

다. 이 방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며, 주요반응이 일어

나는 아황산가스 흡수과정, 반응 후 생성된 침전물을 슬

러리로부터 분리하는 분리과정과 분리된 고형분을 처리

하는 폐기물 처리과정으로 대분할 수 있다. 그러나 탈황

제로 천연자원인 석회석을 다량 사용해야 하며, 습식분쇄

공정 중에서 폐수를 배출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필요한

보조 장비가 많아 용수 소모량 및 동력소비가 많다는 단

점도 있다.
5)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특히 석회석 사용량 저감과 전력 사용량 감소 등을 위한

중점적 노력이 시급한 형편이다. 

한편 제철공정에서는 제철 부 원료로 사용되는 생석회

생산을 위해 석회석을 수돗물로 세척한다. 이때 1 mm 이

하의 석회석 미분들이 석회석 괴로 부터 분리·침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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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필터 프레스 과정을 거쳐 석회석 슬러지로 제조된

다. 하지만 석회석 슬러지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용도

개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재사용 시에도 경제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재활용을 어렵게 한다.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멘트 원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는

단순 매립 처분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소에서 탈황제로 사용하고 있는 석회석 사용량

저감 및 제철 산업부산물인 석회석 슬러지의 재사용을 위

하여 석회석 슬러지를 탈황제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석회

석 슬러지의 탈황제 적용성 검토방법으로는 SO2 가스 제

거 속도 및 탈황 부산물인 석고 생성량을 비교·분석하여

탈황효율을 검토하였다.

2. 실험 방법

산업 부산물의 탈황공정 적용성 검토를 위하여 탈황제

의 탈황효율 비교 실험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국내 화

력발전소 (B社)에서 사용 중인 석회석 슬러리와 국내 제

철소 (H社)의 석회석 슬러지를 입수하여 물리·화학적 특

성평가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산업부산물의 탈황효율

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부산물의 입도에 따른 탈황효율

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세 번째로 배합조건 및 첨가제 첨

가에 따른 최적 탈황조건을 도출하여 산업부산물의 탈황

공정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SO2 가스 제거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Fig.

1에서와 같이 밀폐된 데시게이터를 사용하였다. 탈황제의

수분율은 Reference로 사용된 B 화력발전소 석회석 슬러

리의 수분율과 동일하게 제조하여 실시하였다. Flue 가스

는 500 ppm의 SO2 가스를 제조(N2 balance)하여 사용하였

다. 실험 방법은 밀폐된 데시게이터에 탈황제를 17 g 취

한 후, 500 ppm의 SO2 가스를 2분간 주입하였으며, 직독

식 기체 검지관 (GV-110S, GASTEC社, JAPAN)을 이용하

여 각 시간 (0분, 10분, 30분, 60분, 90분)마다 SO2 가스

농도를 측정한 후 탈황효율을 계산하였다. 반응이 완료된

탈황제는 40
o
C의 건조기 (J-300M, JISICO社, KOREA)에

서 12시간동안 건조한 후 X-ray 회절분석기(D5005D,

Siemens社, GERMANY)를 이용하여 X-ray 회절 패턴을 측

정하고, G/C비(Gypsum main peak intensity / Calcite main

peak intensity)를 계산하여 탈황제의 반응 효율을 비교·분

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탈황제 원료 분석 

(1) 석회석 슬러리(국내 B 화력발전소) 분석

산업부산물의 탈황 공정 적용성 평가를 위하여, 현재 B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회석 슬러리를 입수하

여 물리·화학적 특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석회석 슬러리의

pH를 측정한 결과 7.50이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해석의 pH (7.8∼8.5)보다 낮은 수준이며, 석회석 슬러

리 제조 시 재사용수 (탈황 공정 부산물의 탈수과정에서

집수된 물, pH 약 7.12)를 대량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pH 측정 후, 석회석 슬러리는 입도 분석

기 (LA-950V2, HORIBA社, JAPAN)를 이용하여 입도 분

포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입도 분포 측정결과, 일반적으로 평균 입경 및 325 mesh

통과분은 각각 19.0 µm, 89.5%이었다. 석회석의 용해속도

는 석회석의 입도가 작을수록 증가한다.
6) 
그러나 습식 탈

황 공정에서의 탈황효율은 석회석의 입도 영향보다 L/G

비 (Liquid/Gas ratio, L/m
3
) 및 슬러리의 pH에 의해 결정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석회석 슬러리를 일정량 취하여 슬러리 내의 수분율을

측정하였다. 수분율은 100
o
C의 건조기 (J-300M, JISICO

社, KOREA)에서 슬러리를 건조한 후, 건조 전과 후의 무

게차로 계산하였다. 석회석 슬러리의 수분율 측정결과는

각각 70.2%, 70.3%, 70.2%로 나타났다. 즉, 흡수탑 내로

유입된 기체 (SOx gas)에 높은 수분율을 지닌 액체 (석회

석 슬러리)를 분사하여 빠른 반응속도 및 높은 탈황 효율

을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일례로 B 화력발

전소 탈황공정상에서의 탈황 효율은 90% 수준을 상회하

고 있으며, 이는 습식 FGD 방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분율 측정을 마친 석회석은 습

식화학분석법(ICP)으로 화학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화학성분 분석 결과, CaO 52.3%,

MgO 1.34%로 나타났으며, 탈황제로 고품위 석회석이 사

Fig. 1. Desulfurization experiment. 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limestone sl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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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회석에 포함되어 있

는 MgO가 3% 이상 존재하는 경우, 백운석 (Dolomite)으

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함량을 엄격히 규제

하고 있다. 백운석은 CaMg(CO3)2 화합물로서 석회석보다

용해속도가 50배 정도 느리기 때문에 흡수탑 내에서 유

효 alkalinity로 작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불활성 물질로

취급하고 있다.
8)

건조된 석회석 슬러리는 X-선 회절 분석기 (D5005D,

Siemens社, GERMANY)를 사용하여 석회석의 결정상 분

석을 실시하였다.

Fig. 3에서와 같이, 석회석 슬러리의 주결정상은 방해석

(Calcite, CaCO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간의 이수석고

(Gypsum, CaSO4·2H2O) 피크도 관찰되었다. 이는 석회석

슬러리 제조 시 사용되는 재사용수 내에 잔존해 있는 석

고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참고로 석회석 슬러리

제조 시 사용되는 재사용수는 원수(原水)와 함께 사용하

고 있으며, 그 비율은 7 : 3 ~ 9 : 1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재사용수의 고형분량은 약 5% 내외인 것으로 측정

되었다. 마지막으로 주사전자현미경 (SM300, TOPCON社,

JAPAN)을 이용하여 석회석 슬러리의 미세구조 관찰 및 EDS

정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미세구조 관찰결과 평균입경 약 20 µm의 방해석 결정들

과 약 250 µm의 침상 석고 결정이 관찰되었다.

(2) 석회석 슬러지(국내 H 제철소) 분석

산업부산물의 탈황 공정 적용성 검토를 위해 국내 H社

의 공정 부산물인 석회석 슬러지를 입수하여 화학성분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석회석 슬러지의 화학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CaO 및

MgO 함량은 각각 51.5%, 0.69%로 나타났다. 이는 CaCO3

환산 시 92% 수준으로서 고품위 석회석에 해당하며, 더

불어 MgO 함량도 낮은 수준으로, 탈황제로 사용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정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석회석 슬러지의 XRD Pattern 분석결과, 석회석 슬러

지의 주결정상은 방해석 (Calcite)이었다. H 제철소에서 사

용하는 석회석의 경우 정선, 영월 및 단양 등지에서 88%

정도 수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는 중국 등에서 수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Limestone Slurry                                                                                                                    (unit : wt%)

SiO2 Al2O3 Fe2O3 CaO MgO Na2O K2O SO3 LOI

Content 1.32 0.45 0.31 52.3 1.34 0.35 0.15 2.76 43.6

 Fig. 3. XRD Pattern of limestone slurry.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Limestone Sludge                                                                                                                   (unit : wt%)

SiO2 Al2O3 Fe2O3 CaO MgO Na2O K2O SO3 LOI

Content 2.56 1.22 1.75 51.5 0.69 0.06 0.27 0.11 41.7

Fig. 4. Microstructure (100x) and EDS analysis of limestone sl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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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 B 화력발전소에서도 배연탈

황공정에서의 탈황제로 국내 석회석을 사용하고 있어, H

제철소 석회석 슬러지를 탈황제로 사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석회석 슬러지의 수분율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각 15.9%, 16.7%, 17.1%로 나타났다. 수분율 측

정이 완료된 시료는 입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6과 같다.

석회석 슬러지의 입도 분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평

균 입경 20.9 µm, 325 mesh 통과분 70.7%이었다. 습식탈

황공정 부산물인 석고의 순도는 투입되는 석회석의 입경

에 따라 달라진다. 즉, 석회석의 입경이 클 경우 석회석

이 흡수탑의 반응조 내에서 충분히 용해되기 전에 입자

표면에 석고가 형성되어 미반응 석회석이 많이 존재하게

된다. 이는 석회석 사용 효율 감소 및 고품위의 석고 생

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6)

 따라서 산업 부산물인

석회석 슬러지를 탈황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석회석의

325 mesh 통과분을 90% 이상 수준으로 제어한 후 사용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석회석 슬러지에 일반 수돗물, 재사용수(재사용수 :원

수 = 9 : 1)를 이용하여 pH 측정을 실시하였다. 석회석 슬

러지의 pH 측정 결과, 일반 수돗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는 8.90이었으며, 재사용수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7.74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일반 수돗물 (pH 8.02) 및 재

사용수 (pH 7.12)의 차이로 판단되며 향후 탈황효율 비교

실험 수행 시, 재사용수를 사용하는 것이 실험 결과의 신

뢰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주사전

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석회석 슬러지의 미세구조를 관찰

및 EDS 정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7에 나

타내었다. 미세구조 관찰결과 다양한 크기의 방해석 결정

들이 관찰되었으며, EDS 정성분석 결과 대부분 CaO 화

합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석회석 슬러지(제철 산업부산물)의 탈황 공정 적용성

검토

(1) 원료 입도에 따른 탈황 효율 분석

진동밀(WTVM, 웅비기계社, KOREA)을 이용해 시간별

로 석회석 슬러지를 분쇄하여 입도를 제어한 후, 입도 분

포에 따른 석회석 슬러지의 탈황효율을 분석하였다. 각

30분, 60분 90분, 120분, 180분으로 운전 시간이 제어된

진동밀에 석회석 슬러지를 2 kg씩 칭량하여 분쇄하였다.

 Fig. 5. XRD Pattern of limestone sludge.

Fig. 6.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limestone sludge.

Fig. 7. Microstructure (100x) and EDS analysis of limestone sl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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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시간에 따른 석회석 슬러지의 입도 분포 측정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분쇄 시간에 따른 석회석 슬러지의 입도 분포를 살펴

보면, 분쇄하지 않은 석회석 슬러지의 평균 입경 20.9 µm,

325 mesh 통과분 70.7%로 나타났으며, 180분 동안 분쇄

한 석회석 슬러지의 평균입경 및 325 mesh 통과분은 각

각 8.19 µm, 97.9%로 나타났다. 분쇄 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석회석 슬러지의 평균입경은 작아지며, 325 mesh 통과

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쇄 시간이 90

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석회석 슬러지 평균 입경의 변

화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진동밀의

분쇄능 한계에 도달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0분, 30

분, 60분, 90분 동안 분쇄한 시료(325 mesh 통과분 각 70,

80, 90, 97%)를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분쇄 시

간에 따른 석회석 슬러지의 탈황효율을 비교·분석하였다.

석회석 슬러지를 각각의 시간동안 분쇄한 후, 재사용수

와 원수를 9:1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을 이용하여 수분율

70%의 슬러리로 제조하였다. 제조한 슬러리는 30분간 석

회석을 용해한 후, pH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일반적으로 석회석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평균 입경에

크게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석

회석의 물에 대한 용해속도는 pH 9.3 수준에서 포화되어

용해속도가 감소하며, 평균 입경이 큰 석회석이 작은 석

회석보다 용해속도가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pH 측정

이 완료된 시료는 데시게이터 내에 17 g 취하여 탈황효율

비교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Reference로는 B 화력발전소

석회석 슬러리와 비교하였다. 직독식 가스 검지관을 이용

하여 분쇄 시간에 따른 석회석 슬러지의 SO2 가스 농도

변화율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8과 같다.

석회석 슬러지 입도별 SO2 가스 농도 변화를 살펴보면,

Reference의 경우 반응 초기 30분까지 약 75%의 SO2 제

거율을 나타내었으며, 60분경과 시 약 95%의 SO2 제거율

을 나타내었다. 즉, 탈황 반응은 산-염기 중화에 의한 빠

른 반응으로써, 초기 30분 동안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원료 입도에 따른 탈황 효율을 비교해보

면, 전체적인 탈황효율은 90분을 기준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 30분 동안의

반응 속도는 90분 분쇄한 시료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

타났다. 일반적으로 습식 탈황장치에서 탈황효율은 석회

석의 입도와는 크게 관계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흡

수탑에서의 L/G비 및 슬러리의 pH가 탈황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조건으로 L/G비가 증가할수록, pH가 클수록

탈황효율은 증가한다. 본 실험에서는 슬러리의 pH 차이

에 의해 초기 30분간의 SO2 가스 제거 속도에 약간의 차

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비교적 높은 알칼리도

를 나타낸 90분 분쇄 시료의 SO2 가스 제거 속도가 상대

적으로 빠르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석회석 슬러지의

입도에 따른 SO2 가스 농도 변화 측정을 마친 시료는

40
o
C 건조기에서 12시간동안 건조한 후 X-ray 회절 패턴

을 측정·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석회석 슬러지의 분쇄 시간에 따른 X-ray 회절 패턴을

살펴보면, 분쇄 시간이 증가할수록 생성된 석고의 주 피

크 세기(Table 5)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균

입경이 큰 시료의 경우 석회석이 충분히 용해되기 전에

입자 표면에 석고가 형성되어 미반응 석회석이 많이 존

재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석회석 슬러지 60분 분

쇄 시 석고 생성에 대한 최적 조건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석회석 슬러지를 60분 분쇄하여 탈황제로 사용하더라도

B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회석 슬러리의 G/C비 (0.26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 A changing rate of SO2 concentration with milling time.

Table 3.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Limestone Sludge with Milling Time

Milling time 0 30 60 90 120 180

Average particle size (µm) 20.9 13.3 10.9 8.31 8.21 8.19

Passing rate of 325mesh (%) 70.7 82.1 91.0 97.1 97.3 97.9

Table 4. pH of Limestone Sludge with Milling Time

Milling time (min) 0 30 60 90 120 180

pH 7.53 7.55 7.63 7.71 7.73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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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부산물의 탈황 공정적용을 위한 최적 배합 조

건 도출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탈황효율 극대화 조건을 도출하

기 위해 B 화력발전소의 석회석 슬러리와 H 제철소 석

회석 슬러지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탈황효율 및 석

고 생성량 등을 검토한 후, 최적 배합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첨가제(DBA, 유기산; 음식 폐기물을 발효시

켜 제조한 산성용액) 종류 및 함량에 따라 슬러리를 제조,

탈황효율 비교 실험을 실시하였다. 

Table 6에 나타낸 탈황제의 혼합 비율에 따른 pH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석회석 슬러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시

료의 pH가 다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약 pH

7.72를 나타내는 석회석 슬러지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되

며 0.1 가량의 pH 상승은 전체 탈황 효율 비교 실험에서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pH 측정을 마

친 시료는 각각 17 g씩 취하여 데시게이터에서 SO2 가스

농도 측정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

었다. 

탈황제 혼합비율에 따른 SO2 가스 농도 변화율을 살펴

보면 뚜렷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SO2 가스 제거

속도는 pH와 관계있으며, 동등 수준의 pH 조건에서는 비

슷한 속도를 나타낸 것이라 판단된다. 농도 측정을 마친

Table 5. Main Peak Intensity with Milling Time (unit : cps)

Milling time Calcite Gypsum G/C ratio

0 min 2786 222 0.08

30 min 3498 284 0.08

60 min 3745 406 0.11

90 min 4106 366 0.09

Reference 4037 1050 0.26

Fig. 10. A changing rate of SO2 concentration with various

mixing ratio.

Table 6. pH of Desulfurizing Agent with Various Mixing Ratio

Mixing ratio
Limestone slurry : Limestone sludge

A-10 : 0 B-9 : 1 C-8 : 2 D-7 : 3 E-6 : 4 F-5 : 5 G-4 : 6

pH 7.59 7.60 7.62 7.62 7.65 7.68 7.69

Fig. 9. XRD patterns with mil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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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들은 40
o
C 건조기에서 12시간동안 건조한 후 X-ray 회

절 패턴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탈황제 혼합 비율에 따른 X-ray 회절 패턴을 살펴보면,

석회석 슬러지의 혼합 비율이 증가할수록 석고 생성량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하지만 그 감소량은 적

은 수준이며, 석회석 슬러리와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40%

까지 치환하여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다음

Table 7에 나타낸 G/C비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계

산된 G/C비는 석회석 슬러지의 혼합량이 증가할수록 소

폭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50% 이상 혼합될 때 0.20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실험에서 도출된 최적 배합비를 바탕으로 DBA 및

유기산을 첨가하여 탈황효율 및 석고 생성량 분석 실험

을 진행하였다. 첨가제의 함량은 3%로 제어하였으며, pH

측정, X-ray 회절 패턴 분석, 미세구조 관찰, EDS 정성분

석을 수행하였다. B 화력발전소 석회석 슬러리와 H 제철

소 석회석 슬러지를 6 : 4로 혼합한 시료에 DBA 및 유

기산을 각각 첨가하여 pH를 측정하였다. pH 측정 결과

DBA 3% 첨가 : 5.47, 유기산 3% 첨가 : 7.10로 나타났

다. pH 측정을 마친 시료는 17 g을 취한 후, 데시게이터

내에서 SO2 가스 농도 측정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첨가제 첨가에 따른 SO2 가스 농도 변화를 비교해보면

초기 30분 반응 시간동안 유기산의 SO2 제거 속도가 DBA

보다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료의 pH 차이에 의

한 것으로 판단되며, 탈황공정에 유기산 적용 시 DBA 보

다 우수한 탈황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O2 가스 농도 측정을 마친 시료는 X-ray 회절 패턴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Fig. 13 및 Table 8에 나타내

었다. 

첨가제 첨가에 따른 X-ray 회절 패턴을 살펴보면, 양쪽

모두 석고가 양호하게 생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용

액내에서 첨가제가 물질전달속도를 증가시킨 것이라 판

단된다.
9)

 DBA와 유기산의 석고 생성량을 G/C비로 비교

해보면 유기산의 석고 생성량이 DBA에 비해 양호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계산된 G/C비는 B 화력발전소 석회석 슬러리의

G/C비 (0.26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향후 탈황공정에

적용될 경우 탈황효율 개선뿐만 아니라 고품위 석고 순

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X-ray 회절 패턴 분

석을 완료한 시료는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미세구

조 관찰 및 EDS 정성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4는 유기산을 3% 혼합한 시료의 미세구조를 관

찰한 사진이며, EDS 정성분석은 중앙의 석고를 분석한

결과이다. EDS 정성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량의 방해석

Fig. 11. Examples of XRD patterns with various mixing ratio.

Table 7. Main Peak Intensity with Various Mixing Ratio (unit : cps)

Mixing ratio Calcite Gypsum G/C ratio

A 10 : 0 3926 1004 0.26

B 9 : 1 4264 1060 0.25

C 8 : 2 3425 715 0.21

D 7 : 3 3776 816 0.22

E 6 : 4 3298 801 0.24

F 5 : 5 3795 725 0.19

G 4 : 6 3908 712 0.18

Fig. 12. A changing rate of SO2 concentration with ad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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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O3) 입자 외에 침상의 석고 결정이 생성 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미량의 Mg, Al, Si 화합물이 존재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4. 결  론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탈황제인 석회석 사용량을 저

감하고, 제철 산업부산물인 석회석 슬러지의 재사용을 위

하여 석회석 슬러지를 탈황제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석회

석 슬러지의 탈황제 적용을 위해 SO2 가스 제거 속도 및

탈황 부산물인 석고 생성량을 비교·분석하여 탈황효율을

검토하였다.

탈황 실험 결과, 석회석 슬러지의 입도는 SO2 가스 제

거속도에는 크게 관계가 없으며, 석고 생성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습식 탈황장치에서 탈황효율

은 석회석의 입도와는 크게 관계가 없으며, 흡수탑 내에

서의 L/G비 및 슬러리의 pH가 탈황효율과 관계가 있다

는 일반적인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석고 생성량에 있어서 H 제철소의 석회석 슬러지

를 탈황제로 사용했을 때, 기존 B 화력발전소에서 사용

하는 탈황제보다 낮은 G/C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즉, 탈황 반응 부산물인 석고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는 석회석 슬러지를 탈황제로 단독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석회석의 사용량을 저감하고, 산업부산물을 탈황

제로 사용하기 위한 최적 배합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

존 석회석 슬러리와 산업부산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탈황 실험을 실시하였다. 두 원료를 6 : 4의 비율로 혼합

한 탈황제의 pH는 7.65로 나타났으며, 유기산을 3% 첨가

하였을 때 7.10으로 나타났다. SO2 가스 제거 속도는 유

사한 pH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시료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G/C비에 따른 석고 생성량은 6 : 4의 비율로

혼합한 원료에 유기산 3%를 첨가한 원료에서 가장 양호

한 값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H 제철소 석회석 슬러지

를 일정한 비율 (6 : 4)로 혼합하여 첨가제 (유기산 3 %)

를 투입할 때, 탈황제로서 석회석의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으며, 탈황 효율 및 고품위의 석고를 생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Fig. 14. Microstructure (200x) and EDS analysis of desulfurizing agent.

Table 8. Main Peak Intensity with Admixture (unit : cps)

Calcite Gypsum G/C ratio

DBA 3% 3293 888 0.27

Organic acid 3% 3716 1140 0.31

Fig. 13. XRD patterns of admixture.



제철 산업부산물인 석회석 슬러지의 배연탈황 공정 적용에 관한 연구 583

제51권 제6호(2014)

REFERENCES

1. S. H. Kim, H. K. Lee, B. M. Min, and W. K. Choi, “Analysis

of Flue Gas Desulfurization Technology,” Energy R&D, 64

[9] 143-59 (1993).

2. J. E. Son, “Development of Clean Coal Technology,”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Report, KIER-941129, 1994.

3. N. W. Frank, G. A. Miller, and D. A. Reed, “Operating and

Testing a Combined SO2 and NOx Removal Facility,” Envi-

ron. Prog., 6 [3] 177-82 (1987).

4. M. D. Tu and S. G. Chang, “Chemistry of a Flue Gas Com-

bined NOx and SO2 Scrubber Employing Ferrous Cysteine

Additives,” Environ. Prog., 6 [2] 51-56 (1987).

5. J. H. Won, “Investigation of Limestone and Modeling of

Semi-dry Absorption Tower for Flue Gas Desulfurization,”

in Master Thesis, Pohang Univerty of Science and Tech-

nology, 1998.

6. W. K. Choi, H. D. Jo, I. W. Kim, and H. K. Lee, “Effects of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Domestic Limestone on the

Dissolution Rates in Flue Gas Desulfurization Process,”

Kor. Chem. Eng. Res., 40 [3] 404-09 (2002).

7. B. Charlotte and T. K. Hans, “A Model for Prediction of

Limestone Dissolution in Wet Flue Gas Desulfurization

Applications,” Ind. Eng. Chem., 36 [9] 3889-97 (1997).

8. F. B. Meserole, R. L. Glover, and D. A. Stewart, “Studies of

the Major Factors Affecting Magnesium Limestone Dis-

solution,” ACS Sympo. Ser., 188 99-111 (1982).

9. E. H. Kim, J. C. Lee, H. K. Lee, and I. W. Kim, “Effect of

Mixed Organic Acid Additives on SO2 Absorption in Wet

Flue Gas Desulfurization Process,” Kor. Chem. Eng. Res.,

36 [5] 827-31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