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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철산업에서 발생하는 술래그의 자원화를 위하여 슬래그 내 양이온 추출 및 불순물 분리 연구를 수행하였다. 두 종류 
(Slag-A. B)의 슬래그를 사용하였으며， XRD 및 XR.F 분석을 통해 30-40010의 Ca2+와 함께 Fe3+ (20 - 30%), S샘 (15%),Al3+ 

(10%)，빼2+ (7%)， MI얄 (3-5%)，둥이온으로구생되어 있음을확인하였다.2M의 HCl을추출용제로사용하여 Sιratio 별 
로 슬래그 주입하였으며， 추출액의 ICP 분석을 홍해 SJL ratio가 높아짐에 따라 C상+ 추출량이 중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Ca2+ 추출 시 최척 SlL ratio는O‘1이며 ea2+ 추출량은 8,940 (S녀.g-A)， 10,690 (Slag-B) mg L.1로 나타녔다. 하지만 추출액은 강 
산성(< pH 1)을 띠었으며 ea2

+ 이외에도 타이원불순불)이 추출되었다. 슬래그를 고부가가치의 차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Ca2+의 순도를증진시키고자pH-s얘ng올 진행하였다.pH가증가함에 따라불순물이 첨전되었으냐 일쟁 pH 이상에서 ea2+ 

의 첨전량이 급중 하였다.pH-s얘ng을통해 불순물을 분리하고 ea2+의 선택도를 중진시킬 수 었음을 확인하였으며 pH 10.5 
조건에서 ea2+ 선댐도는 99% 이상으로 나타났다.C찰가선택적으로용해되어 있는수용액온탄산화공쟁에 척용되어 C아 
를 저감하고 탄산촬슐을 생산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완다. 

주제어 : 슬래그. SJL ratio, pH-swing, 선택도 

A톨빼ac:t : The cation ex뼈ction 뻐dimp따ity separa찌onw않e studi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cyclab피tyofü삐gproduced 
from the s뼈1 refineIy industry. Two 앙pe용 of slag (Slag-A. B) w뾰 collec빼 and 마aracter따d 피 this 빼l여~ The initi외 

C뼈racteri짧tion by X-ray diflìaction αRD) and X-ray fluorescence (XR.F) confumed the 앉istence ofv학ious kinds of ions in 
the 뼈g such 없 C상+ (30 - 40%), F~+ (20 - 30"10), Si4+ (15%), Al3+ (10%), Mn2+ (7%), and M.양 (3 - 5%). Inductively coupled 
pl뻐ma atomic emission specσ0뼈py (Iα'-AES) 뻐외ysis on the ex뼈cted slag using 2 M HCl as a s띠vent indicated that a higher 

concentration of ea2+ was extracted as the SJL ratio was inσeased. The Ca2+ extraction concent표.tion were found to be 8,940 mg 
L.1 (Slag-A) and 10,690 (Slag-B) mg L.1 when the SJL뼈tio for Ca2+ ex뼈ction was 0 .1. However, the ex뼈ctwasstron링ya찌dic 
(< pH 1) at 0.1 SIL. Also the other ions (뼈따ities) were ext뼈cted simultaneo앵lyin 왜dition to Ca2+. To incr않se the puri양 of 
C강+ino떠ertotr뼈sfurm the slag to a 피ghv;빼:ue resource, a 뼈-swing was conduc뼈. The ÏJ때따ities tended to precipi뼈.te at 
higher rate as the pH was increased. Notably, the ea2+ r앵i이y precipi뻐ted above a cer빼in 뼈 빼d at a PH of 10.5, whi1e the 
selectivity of ea2+ was over 99%. It is expec뼈d that the aqueous solution in wbich high contents of Ca2+ was selectively 벼잃olved 
in this study would be suitable for the 않rbonationJπoceas for reducing CO:Z and for the πoductionof때ciumc뼈onate. 

K빼IWOI'빼 : Slag, Sιratio， pH-swing, selecti‘lity 

* Towhom e<πre뼈ondence shou1d be addressed. 
&c뼈피: s뼈m@kyonggi.ac.kr; Tel: +82-10-6209-7632; Fax: +82-31-248-3987 
E뼈il: 헤lcc@kyonggi.8C.kr; Tcl: +82-1ι9484-8929; Fax: +82-31-249-9744 

doi: 10.7464lksct.2019.25.4.311 plSSN 1598-9712 elSSN 2288-0690 
돼is is an Open-Acccss arti.clc 벼밟ibutcd undcr tbc 야ms ofthc α"Cativc commons Attribution Na바:ommc떠al Liccnsc (http ν.crcativccommons.O헝파erroes/ 

by-.뼈.0) which pcrmits unrcstrictcd non-commcrcìal usc,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cdium., providcd the ori밍뼈1 work is properly cìtcd. 

311 



312 이예환 • 강혜린 • 장영희 • 이시진 • 김성수 

1.서 룰 

정제발천과 더불어 철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철산업이 

급속도로 발천하였으며， 생산 공정에서 철강 이외에도 산업 

부산물인 슬래그와 이산화탄소(Co，)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이 다량 배출되고 있다[1] 국내에서 배출되는 Co，는 6억 

7，970만톤(2017년)으로 2016년 대비 2.2%， 2007년 대"124.6% 

중가하였으며 정제협력개발기귀OECD) 회원국 35개국 중 

CO, 배출량이 집계된 26개 나라 중 4위로 보고되었다[2] 산 

엽별 Co, 발생량은 발전소 이외에 시멘트 생산， 석유정제， 제 

철 공정 순으로 나타나며 제철 공쟁에서의 발생량은 연간 

646 M1κQ으로 제철산업의 발달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3-4] 

천 세계적으로 gλ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Cα 저감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흐름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u빼.ess as us뻐1， BAU)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로드명을 껄립하였으며 기술 발천 

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제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의 부째로 인하여 최적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는 20.3빽만톤(2010년)에서 

수요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며 산업활동에 의해 

발생..;J-.는 부산물 중 폐콘크리트 다음으로 다량 매출된다 

[5-6]. 슬래그는 원료의 종류 및 공정 조건에 따라 조성과 물 

리화학척 특성이 상이하지만 대표객으로 ca, Mg, Fe, Al, Si 

등의 원소로 구생되어 었다- 현재 슬래그는 골재， 시멘트의 

원료， 비료 풍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냐 특성에 따라 적용가능 

성이 다르며 사용할 수 없는 슬래그의 정우 매립되고 있어 

환정적 문제를 유발시킨다[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물탄산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대， 이는 슬래그와 Co，를 동시에 저 

캄할 수 있으며 최종생생물로 탄산칼춤을 생산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었다. 또한 ea"', Mg'+와 같은 알칼 

리이온과 Cα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탄산염은 화학척으로 안 

정하게 Co，를 저장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8]. 이미 선진국 

의 정우 섣공정 적용을 위한 테스트 베드급 규모의 공쟁을 운 

영 중이나 국내의 연구 수준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대9] 

Fin1and의 A허.to u:미.v.는 NH‘ü를 기반으로 슬래그에서 ea"'.을 

추출하고 탄산화를 통해 침강생탄산칼슐(precipita~혀 C허cium. 

carlxmate, PCC)를 생산하는 Slag2PCC 공쟁을 개발 중이며 파 

일릿 플랜트를 운영 중이다[10]. 국내의 경우 원천 기술 확보 

및 기술 최적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나 대량 처리， 정제 

성 확보가 가능한 기술은 없는 실정이다[11] 

광물탄산화 공정에서 정제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갱 운 

영비용， 화학약품 사용량， 최종생생물을 판매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고온·고압 조건보다 상온·상압 조 

건에서 운전하는 것， 추출제 및 효율 증진을 위한 첨가제의 

투업량을 최소화하는 것， 최종생성물인 탄산염의 순도를 증 

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Lee et 떠. [12]은 사문암을 이용하여 

고순도의 탄산마그네숨을 합성하였고 추출공정에서 발생하 

는 NH，를 회수하여 재이용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반응온도 300 t;의 고온 조건이 요구된다고 보고하였다. 

Baek et a1. [13]은 산 처리를 통해 사분석군을 용해시킨 후 

Nl40H툴 이용한 pH-s'떼ng을 통해 Fe'기 SI싸툴 분리하였으 

며， 이를 통해 고순도의 탄산염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 

다 하지만 Nl40H를 사용할 경우 NH，가 발생하고 공정 외부 

로 누셜되어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체에 흡입된 경우 

호흡 장애 풍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14] 

본 연구는 슬래그와 CO，의 풍시 저감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상용 상압조건의 탄산화 공갱 중 추출단계， 추출 및 불 

순물 분리 조건에 대한 기초 연구 내용이다. 추출용제는 H다 

pH-swing을 위한 첨가제는 KOH이며， Sι mtio 및 pH-s'띠ng 

별 추출효율을 비교하여 추출 정향 및 최적 조건을 도출하고 

자하였다 

2.1 실험재료및방법 

2.1.1. 재료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칼숨이온 추출 조건을 최객화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칼숨이온의 추출원은 슬래그률 이용하였고， 슬래 

그 내 양이온을 추출하기 위한 추출용제는 HC1 (35 - 37%, 

Samchun Co.) 시약을 사용하여 제조하였으며， KOH (95%, 

S빼chun Co.) 시약으로 pH쩌mg을 위한 첨가제를 제조하였다. 

슬래그는 국내 제철산엽에서 발생한 것으로 2종류(Slag-A， 

B)의 생플을 준비하였다. Slag-A, B의 조성을 비교하기 위하 

여 x-선 형광분석법(X-ray fluorescence spec1rometer, XRF)을 

수행하였으며， 이툴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슬래그는 ea컨 
M양， Al3+, Fe3+, Si4+, 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a2+，는 

CaO 기준으로 30 - 쩌%으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었다. 이외에 

함량은 차이가 있지만 F얀 > Si4+ > A13+ > 뻐앙 >M양 순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생플의 결정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법(X-ray 벼ffracti따 XRD)을 수행하였다{Fi맹re 2). 

그 결과 sl.g-A, B 모두 kirsc歐inite (Ca(Mg，F히SiOi)를 포함 

하고 있으며 〔상+，A1칸 Si4+, M，암. Fe3+ 풍으로 이루어진 화합 

물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1.2. 실험 방법 

양이온을 추출하기 위하여 추출원(슬래그)과 추출용제(2 

M의 HC1)를 250 마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magnetic stirrer로 

20 min 교반하였으며 반응온도는 25 t; 조건에서 수행하였 

다 교반 후 GF/C fi1ter (CAT no. 1822-047, Wh.1man Co.)률 

이용하여 추출액과 고형물을 분리하였다 sι ratio 별 섣험은 

추출용체 100 빠 기준 추출원 1 - 10 g을 주입하였으며， pH 

별 실험은 추출용제를 이용하여 추출원에서 이온을 추출시킨 

이후 KOH 포화용액을 주엽하여 pH를 조절하였다. 조건별로 

분취한 생플들을 여과한 후， 유도절합플라즈마(ioducti.ve1y 

coup1ed p1asma, ICP) 분적을 수행하여 추출량을 갱량화하였 

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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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I Slag 

Figure 3. Schematic diagram of selective extraction process. 

2.2. 분석 및측정 

2.2.1. X-선 형광분석 법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XRF)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슬래그의 조성을 분석하고자 Rigaku 

Co.의 ZSX Primus를 이용하여 XRF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성 

분석을 통하여 슬래그 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확인한 후， 

정량분석을 통하여 성분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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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유도결합플라즈마(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슬래그의 조성 및 추출용제에 의해 생 

성된 추출액 내 양이온의 농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Wa없 Co. 

의 waters 600E/431/125를 이용하여 ICP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이온 별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o ~ 100 mg L-1 사이에 검량 

선을 작성하였으며， 용액을 50 ~ 2500배 희석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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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XRF analysis of slag A and B. 

CaO 

2.2.3. X-선 회절분석법 (X-ray diffraction, XRD) 

P AN Analytic1a Co.의 X ’Pert PRO MRD를 이용하였다. 

Radiation source로는 Cu Ka (λ = 1.5056 A)가 사용되었으며， 

X-ray g없lerator는 30 kW이고， monochromator는 사용하지 않 

았다. 2(}는 10 ~ 90。의 범위에서 6。 min-1의 주사속도에 의하 

여 측정 되 었다. 또한 시 약급 KC1, CaO, Ca(O바의 XRD 분석 

을 수행하였으며 추출 및 분리 후 XRD 분석 결과와 비교하 

여 화합물의 조성을 확인하였다. 

3.1 . S/L ratio의 영 향 

S/L ratio는 추출 용제(mL) 대비 주입되는 추출원(슬래그， 

g)의 양으로 나타낸다. S/L ratio는 추출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추출효율， 주입되는 추출용제의 양에 따른 화학 약 

품 투입량에 영향을 미친다. Lee et al. [15]은 일정 농도에서 

추출원의 주입량을 증가시켜도 추출량 차이는 미미하기 때문 

에 추출용제의 농도가 중요인자이며 추출원의 주입량을 최적 

화하여 추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최적의 S/L 

ratio는 추출용제의 농도에 따라 변동되지만 농도가 일정할 

경우 추출원의 조성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추출용제의 농도를 2M로 정하고 S/L ratio 

별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추출량을 Figure 4에 나타내었다. 추 

출용제 100 mL 기준으로 슬래그 1, 5, 10 g을 주입하였으며， 

S/L ratio로 나타내 면 0.01 , 0.05, 0.1 mg mL-1이 다. Slag-A의 

3. 결과및고찰 

추출량을 통해 추출효율을 계산하였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Kirschsteinite (Ca(Mg,Fe)SiO,) 
。 Magnesium Iron Aluminum Oxide 
• Akermanite (Ca,Mg(Si,0 7)) 

口 Calcium Aluminum Silicate 
‘ Aluminum Magnesium Oxide . 

L . 

70 60 

Two-theta 

Figure 2. XRD pattems of slag 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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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추출용제의 부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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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gure 4. Dissolved ion concentrations at v값ious soliψliq버dratio. 
(a) Slag-A, (b) Slag-B. 

실험 결과 Ca2+의 추출량은 1,429 (33.4%), 7,212 (33.8%), 

8,940 (20.9%) mg L-1으로 나타났으며 Slag-B의 정우 Ca2+의 

추출량은 946 (31.3%), 4,847 (32%), 10,690 (35.4%) mg L-1이 

다. SIL ratio가 높아짐에 따라 추출량이 증가되었으나 추출효 

율의 경우 Slag-A는 감소하였고 Slag-B는 큰 변화가 없었다. 

Slag-A의 Ca2+ 함량이 Slag-B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비슷한 

양이 추출되어도 추출효율에서 차이가 크다. 또한 Ca2
+ 이외 

에 불순물의 조성과 추출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SIL ratio 0.1 조건에서 Fe3+ (4754, 6550 mg L-1), Si4+ (5950, 

7275 mg L-1), Mi+ (1992, 2375 mg L-1), Ae+ (509, 962.5 mg 

L-1), Mn2+ (2851 , 2650 mg L-1)이 추출되 었대Slag-A， Slag-B 

추출량). 추출 반응 이후 여과한 추출액의 pH는 1 야하로 나 

타났으며 강산성을 띠 었다. 

3.2. 추출액 pH 조절의 영향 

추출액의 pH가 낮을 경우 탄산화 공정의 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CÛ2의 용해를 위해 알칼리성 첨가제를 사용할 경 

우 중화반웅으로 인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16]. 또한 pH를 

증가시키면 Ca2
+ 이외의 불순물올 제거할 수 있다[17]. 본 연 

구에서는 추출액의 pH를 KOH로 조절하고 pH 별 불순물의 

제거 성능을 평가하여 최적 pH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추출액 

은 SIL ratio 0.1 조건에서 2M의 HCl와 추출원을 교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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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gure 5 . Dissolved ion concentrations at various exσaαion 
condition ofpH. (a) Slag-A, (b) Slag-B. 

제조하였다. 

Figure 5에 나타나 있듯이 Slag-A의 정우 pH를 10.7까지 조 

절하였을 때 Ca2+의 농도는 8,940 mg L-1에서 5,530 mg L-1로 

감소하였으나 Ca2+의 선택도는 99.6%까지 증가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Ca2
+ 이외에 Fe3+, Si4+, Mi+, 

Al3+, Mn2+이 침전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pH 3.9에서 AI3+ 농 

도는 509 mg L-1 (추출액)에서 3.1 mg L-1로 감소하였으며， pH 

8.3에서 Fe3+ 농도는 4,754 mg L-1에서 0.2 mg L"\ Si4+는 5,950 

mgL-1에서 10.8 mg L-\ Mn2+은 2,852 mg L-1에서 4.0 mg L-1 

로 낮아졌다. Mi+의 정우 pH 9.3일 때 1,992 mg L-1에서 13.3 

mg L-1로 농도가 낮아졌다. 

Slag-B의 경우 pH를 10.2까지 조절하였을 때 Ca의 농도는 

10,690 mg L-1에서 5,905 mg L-1로 감소하였으나 Ca2+의 선택 

도는 99.7%까지 증가하여 Slag-A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 

다. pH 3.8에서 Al3+ 농도는 962.5 mg L-1 (추출액)에서 3.6 mg 

L-1로 감소하였으며， pH 5.6에서 Fe3+ 농도는 6,550 mg L-1에 

서 0.3 mg L-\ Si4+는 7,275 mg L-1에서 8 mg L-1, Mn2+은 2,650 

mg L-1에서 8.72 mg L-1로 낮아졌다. Mg2+의 경우 pH 10.2일 

때 4,181 mg L-1에서 6 mg L-1로 감소하였다. 오히 려 pH를 

1 l.5까지 조절하였을 때 ea2+를 제외한 이온들의 농도 변회는 

미미하였으나 ea2+는 pH 10.2일 때보다 약 1,350 mg L-1 감소 

하였기 때문에 pH 10.5 조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혼 

슬래그의 자원화를 위한 양이온 추출 및 불순물 분리 연구 

툴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XRF 및 XRD 분 

석을 통하여 슬래그에 ea2+, M한， A13+, Fe3+, Si++-, M암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온들은 화합물 형 

태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sι tatio 0.1 조건에서 2M의 HC1 

을 이용하여 슬래그를 용출시켰을 때 Ca2+는 8,940 (Slag-A), 
10,690 (Slag-B) mg L'! 추출되었으며， Fe3+, sf, Mg?; A13+, 

Mn2+의 추출 또한 동반되었다.8ι ratio가 높아짐에 따라 대 

부분의 이옹 추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추출 

액의 pH는 1 이하로 강산성을 띠었다. 

불순물을 분리하기 위해 pH를 단계 별로 조절함에 따라 침 

천물이 형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H가 증가됩에 따 

라 불순물이 먼저 분리되었으나 Ca2+의 침전이 동반되었고 

특정 pH 이상에서는 Ca2+의 침전량이 증가하여 선택도가 감 

소하였다. 이에 따라 최적 pH가 요구되며， 실험 결과 약 pH 

10.5 조건에서 Ca2+의 선택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최적 pH로 

판단하였으며 이때 선택도는 99% 이상이다. 추출액은 강산 

성을 띠기 때문에 뼈 조절을 통해 불순물 분리와 동시에 〔양 

의 탄산화 효율 증진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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