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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석⋅최홍범*⋅방준환⋅채수천⋅김지환⋅김진만*⋅이승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사업단, *공주대학교 건축공학과
(2016년 12월 1일 접수, 2016년 12월 26일 심사, 2017년 1월 4일 채택)

CO2 Sequestration and Utilization of Calcium-extracted Slag 
Using Air-cooled Blast Furnace Slag and Convert Slag

Yeongsuk Yoo, Hongbeom Choi*, Jun-Hwan Bang, Soochun Chae, Ji-Whan Kim, Jin-Man Kim*, and Seung-Woo Le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s and Mineral Resources, 124 Gwahang-no, Yuseong-gu, Daejeon 34132, South Korea
*Kongju National University, 1223-24 Cheonan-daero,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31080, South Korea

(Received December 1, 2016; Revised December 26, 2016; Accepted January 4, 2017)

    록

광물탄산화 기술은 천연광물 및 산업부산물에 포함된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탄산염을 생성하
는 기술로 이산화탄소를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본 연구는 철강슬래그를 이용한 이산
화탄소 저감 및 추출 후 슬래그 재활용을 통해 환경적 부담 및 공정 비용 절감을 절감할 수 있는 광물탄산화 상용화 
기술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추출 용매(염화암모늄)를 사용하여 괴재 및 전로슬래그로부터 칼슘을 추출하고 추출
된 칼슘을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순도 98% 이상의 탄산칼슘을 합성하였다. 또한 칼슘 추출 후 슬래그를 건축자재 
(패널)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슬래그의 칼슘 추출효율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지만 광물탄산화 전체 공정
에 있어 중량 비(약 80-90%)를 차지하는 칼슘 추출 후 슬래그(잔여슬래그)의 활용을 통해 광물탄산화 공정으로부터 
배출되는 산업부산물의 양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잔여슬래그는 시멘트 패널 제작에 활용되는 규사미분 대체 물질로
서 이용하였고 기존 시멘트 패널과 물성평가(압축강도 및 휨강도)를 상호 비교하였다. 용액 내 칼슘 농도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er, ICP-OE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합성한 
탄산칼슘은 X선 회절 분석법(X-ray diffraction, XRD)을 이용하여 결정학적 특성 및 정량 분석하였고 주사 전자 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을 사용하여 표면 형상을 확인하였다. 시멘트 패널평가는 KS L 
ISO 679에 준하여 패널 제작 및 패널의 압축강도와 휨강도를 측정하였다.

Abstract
Mineral carbonation is a technology in which carbonates are synthesized from minerals including serpentine and olivine, and 
industrial wastes such as slag and cement, of which all contain calcium or magnesium when reacted with carbon dioxide.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mineral carbonation technology for commercialization, which can reduce environmental burden 
and process cost through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using steel slag and the slag reuse after calcium extraction. Calcium 
extraction was conducted using NH4Cl solution for air-cooled slag and convert slag, and ≥ 98% purity calcium carbonate 
was synthesized by reaction with calcium-extracted solution and carbon dioxide. And we conducted experimentally to mini-
mize the quantity of by-product, the slag residue after calcium extraction, which has occupied large amount of weight ratio 
(about 80-90%) at the point of mineral carbonation process using slag. The slag residue was used to replace silica sand in 
the manufacture of cement panel, and physical properties including compressive strength and flexible strength of panel using 
the slag residue and normal cement panel, respectively, were analyzed. The calcium concentration in extraction solution was 
analyzed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er (ICP-OES).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
scope (FE-SEM) was also used to identify the surface morphology of calcium carbonate, and XRD was used to analyze the 
crystallinity and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calcium carbonate. In addition, the cement panel evaluation was carried out ac-
cording to KS L ISO 679, and the compressive strength and flexural strength of the panels were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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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늘어나면서 온실효과로 인한 지구 온

난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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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g
Composition (wt%)

CaO MgO SiO2 FeO Fe2O3 Al2O3 K2O Na2O TiO2 P2O5

G 41.6 1.77 33.6 0.23 0.1 14.2 0.41 0.30 0.55 < 0.020

C 31.0 3.48 13.4 18.9 13.1 4.17 0.068 0.26 0.73 2.35

Table 1. Composition of Granulated Air-cooled Slag (G) and Convert Slag (C) Analyzed by ICP-OES and Wet Analysis

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가스가 이산화탄소이다. 현재까지,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 storage, CCS) 그리고 자원화 기술 등이 이

산화탄소의 저감을 위한 주요 기술로 제시되고 있다[1-5]. CCS는 발

전소에서 사용된 화석 연료를 포함한 기타 다양한 연료의 소비 과정

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이다[3]. 

이 기술은 대용량의 이산화탄소를 오랜 시간 동안 처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장공간의 선정 및 확보 그리고 저장 후 이산화탄소

의 지하공간에서의 거동 등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 등 제반 부수적

인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해결과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CCS

와 더불어 광물탄산화와 같은 자원화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물

탄산화 기술은 천연광물 및 산업 부산물에 포함된 칼슘이나 마그네슘

을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탄산염을 생성하는 기술로 이산화탄소를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다[6]. 광물탄산화

의 방법은 크게 이산화탄소와 광물을 직접 반응시키는 직접법과 칼슘

이나 마그네슘을 선택적으로 분리한 후 이산화탄소와 반응시키는 간

접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정비용 절감의 관점에서는 직접법이 유

리한 반면 간접법은 알칼리 토금속의 선택적 추출이 가능하여 산업적

으로 매우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보이는 방법이다[3,7,8]. 본 연구에서

는 간접법을 이용하여 광물탄산화 실험을 진행했다.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탄산화 물질을 합성시킬 수 있는 초기물질로

는 크게 알칼리 토금속(칼슘 또는 마그네슘)이 함유된 천연 광물과 산

업부산물 등이 있다. 대표적인 산업부산물인 철강슬래그는 제철 공정

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들의 총칭으로 공정 방법에 따라 제선 공정에서

는 고로슬래그와 제강 공정에서는 제강슬래그로 구분할 수 있다[9,10]. 

2012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된 슬래그의 양은 고로슬래그가 약 1360만 

톤이고 제강슬래그가 약 1030만 톤으로 철강 발생량이 증가할수록 철

강슬래그도 증가하였다[11].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슬래그는시멘트 원

료 및 콘크리트 골재와 같은 건축자재로 토목 및 건축 현장에서 다양하

게 활용되고 있다. 고로슬래그는 잠재적 수경성이 있어 다른 슬래그보

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시멘트의 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반

해 제강슬래그는 고로슬래그와 비교하여 규소 성분이 적고 유리석회

(free-CaO)로 인한 체적 팽창에 의해 경화체의 물성이 약화되어 슬래그

의 팽창붕괴를 유발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용 골재 활용에 부적합하여 

부가가치가 낮은 도로용 및 성토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12,13].

광물탄산화 분야에서는 슬래그가 다른 일차 광물들보다 저렴하고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낮은 에너지 소비로 이산화탄소와 탄

산화 반응이 가능하며 탄산화에 필요한 칼슘 함량이 높아 광물탄산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14]. 지금까지 슬래그를 이용한 광물탄산화 연

구들은 효율적인 이산화탄소 고정을 위해 추출 용매를 이용한 칼슘 

추출효율 조건 최적화와 탄산화 과정에서 합성된 탄산칼슘에 초점을 

맞췄는데 칼슘 추출 후 슬래그(잔여슬래그)는 기존 슬래그와는 달리 

재이용 기술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잔여슬래

그는 물질 수지 관점에서 전체 공정 중 약 80-90%의 중량비를 차지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칼슘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슬

래그를 시멘트 패널과 같은 건축 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면 광물탄산

화 공정과 건축 원자재의 생산 및 활용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탄산화 과정에서 합성된 탄산칼슘은 제지 

및 도료와 같은 산업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15,16]. 탄산칼슘은 크게 비정질 탄산칼슘과 결정질 탄산칼슘으로 

구분되며, 결정질 탄산칼슘은 수화물 형태(CaCO3⋅6H2O & CaCO3⋅
H2O)와 더불어 바테라이트(vaterite), 아라고나이트(aragonite) 및 방해

석(calcite) 등의 무수물 형태로 존재한다[17]. 무수물 형태의 결정질 

탄산칼슘들은 대표적으로 3가지 형태를 갖는데 방해석은 정방(cubic) 

형태이고 아라고나이트는 침상(acicular) 형태이며 바테라이트는 구형 

형태를 갖는다[18,19]. 탄산칼슘은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로 응용

되고 있는데 그중 바테라이트는 방해석이나 아라고나이트에 비해 분

산성이 양호하여 종이와 도료 또는 플라스틱 안료 등으로 사용하였을 

때 물리적 강도 및 백색도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되었다[20]. 이

와 같이 탄산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탄산칼슘은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기 및 형태와 같은 물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추출용매(염화

암모늄)를 이용하여 괴재 및 전로슬래그로부터 칼슘이온을 추출하고 

추출한 칼슘과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탄산칼슘을 합성하였다. 또한 

슬래그를 이용한 광물탄산화 연구에 있어 가장 큰 중량을 차지하는 

칼슘 추출 후 슬래그(잔여슬래그)를 시멘트 패널 제작에 활용함으로

써 광물탄산화 공정 비용 절감을 위한 상용화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자 하였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슬래그 및 시약

본 연구에서는 광물탄산화 방법 중 원료물질(광물이나 산업부산물 

등)로부터 알칼리 토금속을 추출하고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CO2를 

저장하는 간접법(indirect method)을 사용하였다. 칼슘 공급원으로는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괴재슬래그(ground air-cooled slag, G)와 전로슬

래그(convert slag, C)를 사용하였다. 두 슬래그 모두 ball mill 파쇄 후 

75 µm 통과 분을 사용하였으며 슬래그를 구성하는 화학 조성은 Table 

1과 같다. 실험에서 사용한 염화암모늄은 0.5 L 규모의 실험(실험 I, 

III)에서는 Sigma-Aldrich사의 순도 ≥ 99.5%를 사용하였고 54 L 규모

의 실험(실험 II)에서는 Samchun Chemical사의 순도 ≥ 98.5%의 제품

을 사용하였다. 실험 I을 통해 각 슬래그로부터 최적으로 칼슘 추출효

율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최적조건을 바탕으로 실험 II를 진행하였다. 

칼슘 추출 후 잔여슬래그를 이용한 건축자재(패널) 제작을 위해서는 

약 30 kg 이상의 슬래그가 필요한데 이를 공급하기 위하여 실험 II를 

진행하였다. 용매 제조 시 실험 I에서는 1차 초순수, 실험 II에서는 수

돗물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슬래그를 이용한 칼슘 추출효율들은 여

러 결과들이 나와있는데 Arshe[21]는 37-45 wt% 그리고 Jeane[22]는 87 

wt%의 칼슘 추출효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괴재슬래그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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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ion
Carbonation

Condition I Condition II Condition III

Solvent volume (L) 0.5 54 0.5 -

Ratio of Solid to liquid (g/L) 66 10 -

Solvent 2 M NH4Cl *

Reaction temperature (℃) 50 70 30

Reaction time (hour) 2 1

Agitation speed (RPM) 200 600 300

Flow rate of CO2 injection (L/min) - 0.6

* Addition of 10 M NaOH (15 mL) for adjustment pH

Table 2. Condition of Calcium Extraction and Carbonation

Figure 1. Flow diagram of mineral carbonation and manufacturing 
panel by slag.

대 칼슘 추출효율은 55.43 wt%이고 전로슬래그의 최대 칼슘 추출효율

은 68.60 wt%이었는데 사용한 용매와 온도 및 슬래그의 입도 차이 등

으로 인해 기존 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실험 조

건은 달랐으나 간접법을 이용한 높은 농도의 칼슘 추출액을 얻을 수 

있어 본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슬래그로 판단하였다. 추출된 칼슘 이

온과 이산화탄소의 탄산화 실험 시 pH 조절은 10 M 수산화나트륨 용

액을 사용하였다.

2.2. 칼슘추출 및 탄산화 실험방법

염화암모늄 용매를 추출 용매로 선정하고 일차적으로 슬래그로부

터 칼슘을 추출하는 추출 실험을 진행하였고, 추출액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탄산화 실험을 수행하였다(Table 2). Lab scale (실험 I)의 추

출 실험 조건은 용매 농도 2 M, 반응 온도 50 ℃, 반응시간 2 h, 교반

속도 200 rpm, 고액비(슬래그(g)/ 용매(L)) 66 g/L로 설정하였으며 실

험 규모는 0.5 L 비커에서 진행하였다. 그리고 시멘트 패널 제작 시 

필요한 슬래그의 양을 고려하여 슬래그 양과 용매 부피를 증가시킨 

scale-up 실험(실험 II)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각 슬래그의 최대 칼슘 

추출효율(실험 III)은 용매 농도 2 M, 반응 온도 70 ℃, 반응시간 2 h, 

교반속도 600 rpm 및 고액비 10 g/L에서 수행한 실험에서 얻어졌다. 

실험 I을 통해 얻은 추출 조건을 바탕으로 잔여슬래그를 활용한 건축 

자재용 시멘트 패널에 필요한 양을 고려하여 실험 II를 진행하였다. 

추출 후 고상(잔여슬래그)과 액상(칼슘추출액)으로 분리하여 각각 탄

산화 실험 및 패널 제작 실험을 진행하였다.

추출실험 후 얻은 칼슘추출액을 사용하여 1 L 규모의 반응기에서 

탄산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추출액의 pH를 9 이상으로 조절하기 위하

여 10 M NaOH를 15 mL 첨가하였고 이산화탄소를 0.6 L/min 유량으

로 5 min 동안 주입 후 1 h 동안 300 RPM 속도로 교반하였다. 탄산화 

반응 후 여과지(membrane filter, Advantec)를 사용하여 탄산칼슘과 잔

여 용액으로 분리하였으며 탄산칼슘은 상온에서 건조 후 무게 측정 

및 특성분석을 하였다. 칼슘 추출 및 탄산화 실험 과정을 Figure 1로 

나타냈다.

2.3. 시료분석

괴재 및 전로슬래그의 화학 조성은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분석기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er, ICP-OES, 

Optima 5300 DV, Perkin Elmer) 및 습식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칼슘 추출 용액 내 칼슘 농도는 ICP-OE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탄산화 후 생성된 탄산칼슘의 결정상과 표면 형상 분석은 X선 회절법

(X-ray diffraction, XRD, X’Pert MPD, PHILIPS)와 주사 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Magellan 400, 

FEI company)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2.4. 추출효율 및 탄산화 효율 계산

칼슘 추출효율은 반응 전 슬래그 내의 칼슘 함량에 대한 추출 용액 

내 칼슘 함량의 비로 정의하였으며, ICP-OES로 분석한 칼슘 농도로 

식 (1)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칼슘추출효율
×



  ×
×  (1)

Cex-ca은 ICP-OES로 분석한 추출 용액 내 칼슘 농도(mg/L), V는 용

액의 부피(L), Ws는 사용한 슬래그 무게(mg), Cca는 슬래그 내 칼슘 함

량(wt%)이다.

탄산화 효율은 추출 용액 내 칼슘 농도에 대한 탄산화 후 탄산염으

로 전환된 칼슘 농도의 비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침전된 탄산칼슘의 

전량 회수가 실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탄산화 반응 전과 후의 용액의 



104 유영석⋅최홍범⋅방준환⋅채수천⋅김지환⋅김진만⋅이승우

공업화학, 제 28 권 제 1 호, 2017

Sample Extraction W/B (%)
Unit weight (kg/m3)

Water OPC SP Slag PP MC Pulp Total

G0 - 26.8 409.8 726.7 803.2 0.0 11.5 9.6 28.6 1989.5

G25
Before 27.4 416.0 721.4 598.1 199.4 11.4 9.6 28.4 1984.3

After 27.7 417.9 717.3 594.6 198.2 11.4 9.5 28.3 1977.1

G50
Before 26.1 405.0 737.4 407.5 407.5 11.7 9.8 29.1 2008.0

After 27.7 418.1 717.6 396.6 396.6 11.4 9.5 28.3 1978.1

G75
Before 24.9 394.7 755.7 208.0 624.0 11.9 10.0 29.7 2031.0

After 26.5 408.2 730.5 201.9 605.6 11.6 9.7 28.8 1996.2

C0 - 26.8 409.8 726.7 803.2 0.0 11.5 9.6 28.6 1989.5

C25
Before 27.5 420.7 745.8 618.2 166.0 11.8 9.9 29.4 2001.8

After 27.1 415.1 747.7 619.9 166.4 11.7 9.9 29.5 2000.2

C50
Before 26.9 420.3 781.9 432.1 348.1 12.4 10.4 30.8 2036.1

After 26.9 416.7 775.2 428.4 345.1 12.1 10.3 30.5 2018.4

C75
Before 27.1 427.5 811.0 224.1 541.6 12.9 10.8 32.0 2059.9

After 27.1 421.8 800.1 221.1 534.3 12.5 10.6 31.5 2032.0

* OPC : Cement, SP : Silica powder, PP : Poly propylene fiber, MC : Methyl cellulose

Table 3. Mix Proportion of Extrusion Molding Cement Panel by Slag

(a)

(b)

Figure 2. Calcium extraction efficiency of granulated air-cooled slag 
with ammonium chloride solution : (a) Labscale (0.5 L), (b) Scale-up 
(54 L).

칼슘 농도를 분석하여 탄산화 효율을 식 (2)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탄산화효율 
     

×  (2)

Cex-ca는 추출 용액 내 칼슘 농도(mg/L), Ccarbon-ca는 탄산화 후 잔여 

용액 내 칼슘 농도(mg/L)이다.

2.5.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개발 및 실험방법

패널 제작 시 칼슘 추출 전 후의 괴재슬래그와 전로슬래그의 영향

을 검토하기 위하여 슬래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추출 전/후 슬래

그를 사용한 경우로 구분하여 시멘트 패널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패

널의 시료명은 슬래그 종류, 슬래그 배합 비율, 추출 여부(추출 전후) 

표시를 하여 명명하였다. 예를 들어 추출 후 괴재슬래그를 50% 대체

한 패널은 G50A와 같이 명명하였다. 패널 제작 및 양생 방법은 재료

들을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해 먼저 아스팔트 믹서로 건비빔을 3 min

간 실시하고 물을 추가하여 5 min간 물비빔을 한 후 패널을 압출하였

다. 압출 단면은 40 × 40 mm로 토출하였고, 길이 160 mm로 절단하여 

강도 측정용 패널을 제작하였다. 양생 방법은 항온항습실에 의한 기

건 양생(air-dry curing)과 증기양생기와 autoclave를 거친 autoclave 양

생(autoclave curing)으로 나누었다. 양생 후 제작된 패널들은 각각 3일 

그리고 7일 유지(재령)하였다. 각 슬래그의 대체 비율을 0, 25, 50, 

75%로 하였으며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배합은 중량 대체하였고 추출 

여부 상태 및 슬래그 대체배합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모든 배합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의 휨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같은 비율로 poly 

propylene 섬유(polypropylene fiber, PP), 메틸셀룰로오스(methyl cellu-

lose, MC), 펄프섬유(pulp fiber, pulp) 등을 첨가하였다. 제작한 패널은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 시험방법에 준하는 크기인 40 × 40 × 

160 mm로 가공하여 압축강도 및 휨강도를 측정하였다.

3. 결    과

3.1. 괴재슬래그

3.1.1. 괴재슬래그의 칼슘추출 및 탄산화 실험

염화암모늄 용매를 사용하여 실험 I과 실험 II를 통해 괴재슬래그로

부터 얻은 추출액의 칼슘 추출효율을 계산하였다(Figure 2). 3회 반복 

실험을 통해 실험 I의 칼슘 추출효율 평균 값은 11.43 wt%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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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XRD patterns of the calcium carbonate made by 
calcium-rich solution from granulated air-cooled slag.

Figure 4. SEM images of the calcium carbonate made by calcium-rich 
solution from granulated air-cooled slag (a-b) (Scale bar : 100 µm in 
Figure 4(a), 10 m in Figure 4(b)).

Figure 5. Penetration resistance and Water/Binder (W/B) ratio of 
extrusion molding cement panel by granulated air-cooled slag.

(a)

(b)

Figure 6. Compressive strength of extrusion molding cement panel by 
granulated air-cooled slag : (a) Air-dry (b) Autoclave.

실험 II의 칼슘 추출효율 평균 값은 10.43 wt%이었다. 실험 I과 실험 

II 모두 유사한 칼슘 추출효율을 보여주었다. 실험 II를 통해 얻어진 

칼슘 추출액을 사용하여 탄산화 실험을 진행한 결과, 약 97 wt%의 탄

산화 전환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X선 회절 분석(X-ray diffraction, 

XRD) 결과, 바테라이트의 특성인 (110), (112) 및 (114)면과 더불어 

방해석의 주 봉우리이자 벽계파괴면인 (104)면, 그리고 NaCl 봉우리

가 관찰되었다. 또한 회절분석 결과를 토대로 리트벨트법에 의한 정

량분석 결과, 바테라이트(vaterite), 방해석(calcite) 및 암염(halite, 

NaCl)의 함량은 각각 91.9, 5.8 wt% 및 2.3 wt%로 바테라이트가 우세

한 경향을 보였다(Figure 3). 주사 전자 현미경(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을 이용하여 탄산화 반응을 통해 얻어

진 물질의 표면 형상을 분석한 결과 생성된 입자들이 대부분 구형 형

태로 이루어졌으며 대략 10 µm 내외의 크기분포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ure 4). Han[23]은 염화칼슘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탄산화 실험을 진행한 결과 구형의 바테라이트를 합성할 수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XRD와 FE-SEM 결과를 바탕으로 괴재슬래그

로부터 추출한 칼슘과 이산화탄소의 탄산화 반응을 통해 생성된 구형

의 탄산칼슘은 바테라이트임을 알 수 있었다.

3.1.2. 칼슘 추출 후 괴재슬래그를 사용한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특성

3.1.2.1. 관입저항

칼슘 추출 전괴재슬래그와 칼슘 추출 후 잔여슬래그(괴재슬래그)를 

사용하여 시멘트 패널 제작을 시도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건축패널의 

기본 특성 중 하나인 관입저항을 측정하였는데 압출성을 위한 최적 

관입저항의 목표 범위를 0.35~0.40 MPa로 설정한 후 제작한 패널의 

관입저항을 측정하였다(Figure 5). G25B의 관입저항은 0.44 MPa로 목

표 범위를 초과하였고 G75A를 제외한 나머지 패널에서 0.30 MPa보

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슬래그의 대체 비율과 반비례하는 경향

을 보였다. 본 실험에서는 관입저항과물-결합제비(water-binder ratio, 

W/B)의 관계를 비교하였을 때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3.1.2.2. 압축강도

괴재슬래그를 사용하여 제작한 시멘트 패널의 압축강도를 측정하

고 두 가지 양생 방법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Figure 6). 기건 양생 

(air-dry curing)에서 추출 여부와 관계없이 슬래그가 포함된 7일 유지

한 패널들은 강도가 18.10-23.12 MPa를 가져 G0 (괴재슬래그가 전혀 

함유되지 않은 기존 시멘트와 규사미분 등으로 제작된 패널)보다 

1.40-6.14 MPa 증가하였다(Figure 6A). 추출 여부에 따른 강도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3일 유지한 추출 전 슬래그를 사용한 패널은 G75B까

지 슬래그 대체 비율이 증가할수록 압축강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

으나 잔여슬래그를 사용한 패널에서는 G50A에서 감소하였다가 

G75A에서 다시 증가하였다. G25A는 G25B보다 2.40 MPa 증가하였

지만 대체 비율이 증가한 G50A과 G75A는 강도가 추출 전슬래그를 

사용한 패널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7일 유지한 패

널의 압축강도는 추출과 관계없이 3일 유지한 슬래그보다 2.66-4.91 

MPa 증가한 결과를 보여준다.

Autoclave 양생(autoclave curing)에서는 7일 유지한 패널은 추출 여

부와 관계없이 G25에서는 G0보다 강도가 증가하였으나 대체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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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7. Flexural strength of extrusion molding cement panel by 
granulated air-cooled slag : (a) Air-dry (b) Autoclave.

(a)

(b)

Figure 8. Calcium extraction efficiency of convert slag with ammonium 
chloride solution : (a) Lab scale (0.5 L), (b) Scale-up (54 L).

Figure 9. XRD patterns of the calcium carbonate made by 
calcium-rich solution from convert slag.

증가할수록 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Figure 6B). G25B와 

G25A가 각각 34.4, 35.3 MPa로 G0보다 6 MPa 이상 증가하였으며 

G50B, G50A, G75A 및 G75B에서는 비록 감소하였지만 G0의 압축강

도인 27.9 MPa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압축강도 결과로부터 기

건 양생과 autoclave 양생의 경향이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auto-

clave 양생 시 강도가 기건 양생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슬래

그를 대체하였을 때 패널의 압축 강도가 증가하였다.

3.1.2.3.휨강도

본 실험에서는 휨강도의 목표 범위를 내장용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기준으로 잡았던 5 MPa로 설정한 후 괴재슬래그를 사용하여 제작한 

패널의 휨강도를 측정하고 양생법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Figure 7).

기건 양생에서 G50A를 제외한 3일 유지한 패널들은 추출과 관계없이 

슬래그 대체 비율이 증가하였을 때 휨강도가 G0보다 0.6-3.4 MPa가 

증가하였다(Figure 7A). 잔여슬래그를 사용한 경우 7일 유지 시 휨강

도가 증가하였으나 G50A 및 G75A에서 8.37 및 8.19 MPa로 G25A보

다 강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Autoclave 양생에서는 유지 7일 기준 G25B, G50B 및 G75B가 12.8, 

13.2 및 12.7 MPa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Figure 7B). 하지만 

G50A 및 G75A는 휨강도가 11.7, 9.7 MPa의 수치로 추출 전보다 감

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휨강도 결과는 압축강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autoclave 양생에서 G75A가 가장 낮은 휨강도 수치를 보여

주었으나 기준으로 잡았던 5 MPa보다 높은 수치를 가져 슬래그가 대

체된 시멘트 패널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2. 전로슬래그

3.2.1. 전로슬래그의 칼슘추출 및 탄산화 실험

염화암모늄용매를 사용하여 실험 I과 실험 II를 통해 전로슬래그로

부터 얻은 추출액의 칼슘 추출효율을 계산하였다(Figure 8). 3회 반복 

실험을 통해 실험 I의 칼슘 추출효율 평균 값은 37.59 wt%이고 실험 

II의 칼슘 추출효율 평균 값은 38.81 wt%이었다. 실험 II를 통해 얻어

진 칼슘 추출액을 사용하여 탄산화 실험을 진행한 결과 98 wt%의 탄

산화 전환율을 확인하였다. X-선 회절분석을 이용한 정량분석 결과 

(110), (112) 및 (114)면을 확인하였다(Figure 9). 이를 통해 슬래그로

부터 얻은 추출액과 이산화탄소의 탄산화 반응 후 주로 합성된 물질

이 칼슘 이온과 이산화탄소의 반응으로 생성된 탄산칼슘 중 하나인 

바테라이트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NaCl로 이루어진 암염이 1.3 

wt%로 확인되었다.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탄산화 반응을 통해 얻어

진 물질의 표면 형상을 분석한 결과 생성된 입자들이 대략 10 µm 내

외 크기의 구형 형태로 분포하여 괴재슬래그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

었다(Figure 10). XRD와 FE-SEM 결과를 바탕으로 전로슬래그로부터 

추출한 칼슘 이온과 이산화탄소의 탄산화 반응을 통해 생성된 구형의 

탄산칼슘은 바테라이트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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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EM images of the calcium carbonate made by 
calcium-rich solution from convert slag (a-b) (Scale bar : 100 µm in 
Figure 4(a), 10 µm in Figure 4(b)).

Figure 11. Penetration resistance and Water/Binder (W/B) ratio of 
extrusion molding cement panel with convert slag.

(a)

(b)

Figure 12. Compressive strength of extrusion molding cement panel 
with convert slag : (a) Air-dry (b) Autoclave.

(a)

(b)

Figure 13. Flexural strength of extrusion molding cement panel with 
convert slag : (a) Air-dry (b) Autoclave.

3.2.2. 칼슘 추출 후 전로슬래그를 사용한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특성

3.2.2.1. 관입저항

칼슘 추출 전 슬래그와 칼슘 추출 후 슬래그(잔여슬래그)를 사용하

여 제작한 패널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괴재슬래그와 동일한 기준으로 

목표범위를 0.35~0.40 MPa로 설정 후 관입저항을 측정하였다(Figure 

11). C0 (전로슬래그가 전혀 함유되지 않은 기존 시멘트와 규사미분 

등으로 제작된 패널)은 0.31 MPa 그리고 C25B는 0.18 MPa로 목표 수

치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나머지 패널들은 만족한 결과를 나타났다. 

특히 C25B는 관입저항 수치가 0.2 MPa 이하로 다른 패널들보다 매우 

낮게 측정된 것을 확인하였다.

3.2.2.2. 압축강도

전로슬래그를 사용하여 제작한 패널의 압축강도를 측정하고 양생 

방법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Figure 12). 기건 양생(air-dry curing)에

서 7일 유지 기준으로 추출 전 슬래그를 사용한 시멘트 패널들은 슬

래그 대체 비율이 증가하였을 때 C50B부터 5 MPa 이하로 압축강도

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12A). 반면에 잔여슬래그를 사용한 

시멘트 패널에서는 슬래그 대체 비율이 증가할수록 강도가 13.07, 

14.60 및 15.70 MPa로 C0인 11.6 MPa보다 1.4-4.1 MPa 증가하였다. 

특히 7일 유지한 C50A는 21.1 MPa로 C0보다 6.2 MPa 증가하여 유지

기간을 오래하였을 때 추출 여부와 상관없이 둘 다 강도가 크게 증가

한 것을 확인하였다.

Autoclave 양생(autoclave curing)에서는 슬래그가 대체됐을 때 

C25B부터 대체비율이 증가할수록 감도가 감소하였다(Figure 12B). 그

러나 기건 양생과 비교하여 유지 기간에 따른 강도 차이가 미미하여 

급격한 강도저하는 일어나지 않았다. 7일 유지한 C25A와 C50A의 강

도는 각각 30.6와 29.1 MPa로 C0보다 높았으나 C75A에서는 21.68 

MPa로 강도가 감소하였다. 압축강도 결과로부터 잔여슬래그를 대체

하였을 경우 강도가 증가하였으며 autoclave 양생에서 대체 비율이 증

가함에 따라 강도가 감소하였으나 C25A와 C50A는 C0와 비슷한 강

도를 보여주어 긍정적인 결과로 보여진다.

3.2.2.3. 휨강도

전로슬래그를 사용하여 제작한 패널의 휨강도를 측정하고 양생 방

법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Figure 13). 기건 양생에서 추출 전 슬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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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한 패널에서는 C50B에서 급격하게 강도가 저하하였으나 잔여

슬래그를 사용한 패널은 C75A까지 대체비율을 증가시켜도 강도가 저

하되지 않았다(Figure 13A). 또한 유지 기간 7일이 3일보다 휨강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잔여슬래그를 사용한 7일 유지한 패널

은 8 MPa 이상의 강도를 가져 기건 양생에서의 휨강도의 경향이 압

축강도와 유사하였다.

Autoclave 양생에서는 C0보다 휨강도가 감소하였으나 대체 비율이 

증가하여도 큰 폭의 변화 없이 9-10 MPa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13B). C25A는 13.1 MPa로 C0보다 높은 휨강도를 보여주었으

나 C50A는 11.02 MPa 그리고 C75A는 8.90 MPa의 수치를 나타내 대

체비율이 증가할수록 C0보다 낮은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휨강도 결

과로부터 잔여슬래그를 사용한 패널이 두 양생 방법 모두에서 강도가 

증가하였으며 목표수치인 5 MPa을 만족하였다.

4. 토    의

4.1. 칼슘 추출 및 탄산화 실험

실험 I과 실험 II 에서 괴재슬래그의 칼슘 추출효율이 전로슬래그보

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Figures 2, 8). 슬래그 내 칼슘 및 규소 함

량은 ICP-OES 및 습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하였다(Table 1). 괴

재슬래그 내의 칼슘 함량은 29.71 wt%이고 전로슬래그 내의 칼슘 함

량인 22.14 wt%로 괴재슬래그가 칼슘함량이 높았다. 그리고 SiO2 함

량은 괴재슬래그가 33.6 wt%이고 전로슬래그는 13.4 wt%로 약 2.5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준다. Domenik[24]는 광물 내에서 Si:O 비율 및 결

정도에 따라서 칼슘의 방출 속도가 달라지는데 Si:O 비율이 낮아질수

록 칼슘 이온의 방출 속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Si:O 비가 

낮은 광물은 분해속도가 빨라지면서 칼슘이 많이 방출되는 반면 Si:O 

비가 높은 광물은 분해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방출될 수 있는 칼슘도 

적어지게 된다. 이는 각 슬래그의 칼슘 및 규소 함량으로부터 Si/Ca 

비를 계산하였을 때 괴재슬래그는 0.52이고 전로슬래그는 0.28이다. 

두 Si/Ca 비를 비교하였을 때 전로슬래그가 괴재슬래그보다 약 2배 낮

은 비율로 칼슘 대비 규소의 비율이 낮아 칼슘이 더 빨리 방출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다. 따라서 Si:O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로슬래그

가 Si:O 비율이 높은 괴재슬래그보다 칼슘 방출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빨라 칼슘 추출효율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괴재 및 전로슬래그로부터 칼슘을 추출하고 이산화탄소와 탄산화 

반응을 진행한 결과, 두 경우 모두 약 97 wt% 이상의 탄산화 효율을 

보였다. 합성된 탄산칼슘은 X-선 회절분석 결과 바테라이트로 확인되

었으며(Figures 3, 9), 전자현미경 분석에서 바테라이트의 전형적인 형

상인 구형[25,26]을 보였다(Figures 4, 10). 바테라이트는 방해석과 비

교하여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결정상으로 과포화조건에서 바테라이

트의 생성이 촉진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17,25,26]. 탄산화반응에서 

과포화조건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반응물 농도, 반응온도 및 압력 

등이다. 본 실험조건인 반응온도 30 ℃ 상압에서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온도 및 압력조건이 바테라이트의 생성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

렵다. 일반적으로 반응온도가 증가할수록 아라고나이트의 생성에 유

리하고 저온 반응에서는 방해석 생성이 유리하다[23]. 본 연구에서 과

포화조건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반응물 농도가 주요한 작용을 했

다고 예상되며 특히 용액 내 칼슘 이온과 이산화탄소의 공급속도가 

바테라이트의 생성을 촉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Han[27]은 탄산칼슘의 

형상이핵 생성속도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데 핵생성 과정은 입자간 

계면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높은 핵생성속도 상

태에서는 용액 내의 과포화도가 커지고 핵생성에 필요한 깁스에너지

가 작아지기 때문에 생성속도가 빠를 경우 낮은 깁스에너지를 요구하

는 바테라이트가 먼저 생성되며 핵 생성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방해석 

및 아라고나이트 순으로 형성된다. 전로슬래그로부터 추출한 칼슘 농

도가 괴재슬래그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바테라이트가 생성되기 유리

한 조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탄산칼슘 외 두 슬래그

의 탄산화 반응으로부터 소량의 암염이 생성되었는데 이는 탄산화 반

응 시 pH 조절제로 사용한 수산화나트륨(NaOH)과 칼슘 추출 용매로 

사용한 염화암모늄(NH4Cl)의 반응으로부터 발생하였다.

슬래그 내 존재하는 칼슘을 추출하는 효율은 이산화탄소 처분의 관

점에서 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으로 저장할 수 있는 

요소 기술이다. 아울러 슬래그를 건축자재로 이용하는 연구에서는 칼

슘 추출효율이 높을수록 SiO2의 상대적인 함량이 증가된 잔여슬래그

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요소 기술이다.

4.2. 시멘트 패널 특성 평가

본 실험에서 괴재 및 전로슬래그를 사용하여 제작한 시멘트 패널들

의 W/B 비가 30% 미만이며 대체 비율이 변하여도 W/B의 변화가 거

의 없었다(Figures 5, 11). 콘크리트 제작 시 W/B 비는 환경 노출상태 

및 용도에 따라 기준치가 최대 40-50%로 정해진다[28]. 따라서 괴재 

및 제강슬래그를 사용한 시멘트 패널의 W/B는 패널 제작 과정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출/전 후 괴재슬래그를 사용하여 제작한 시멘트 패널의 물성 평

가 결과, 관입저항은 슬래그배합 비율이나 추출 여부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았다(Figures 5, 11). 이는 슬래그의 입도가 균일하

지 않아 규사미분과 슬래그 간의 입도차로 인한 결과가 반영되어 뚜

렷한 경향성이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압축강도와 휨강도 결과로부터 추출 전 슬래그를 대체하였을 때는 

강도가 G0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잔여슬래그를 사용하

였을 때는 G25A의 강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대체비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준다(Figures 6, 7). 추출 전 슬래그를 대체하였

을 때 패널의 강도 변화는 두 가지 이유로 판단하였다. 첫 번째는 슬

래그가 대체되었을 때 수화반응 초기에 더 많은 양의 calcium-alumi-

nate-hydrate (C-A-H)들이 형성되어 수화반응의 응결과정에 기여하기 

때문이다[29]. 시멘트 제조 시 시멘트의 주 구성 화합물인 3CaO⋅
SiO2 (C3S)와 2CaO⋅SiO2 (C2S) 등이 수화할 때 생성된 Ca(OH)2와 

서서히 반응을 하여 C-A-H와 calcium-silicate-hydrate (C-S-H)를 형성

하여 시멘트 내 조직을 더 치밀하게 만든다[30]. 슬래그를 대체하지 

않은 패널보다 슬래그를 대체한 패널에서 수화반응초기에 더 많은 

C-A-H를 생성해 경화체의 응결시간을 단축시켜 패널의 강도를 증가

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이유는 충분한 양의 Ca6Al2(SO4)3(OH)12

⋅26H2O (ettringite)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29]. Oh[31]는 시멘트 내

의 SO3가 시멘트의 calcium aluminate (CA)계 급결성 광물의 수화반

응속도를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성분이라고 보고하였다. SO3와 CA계 

광물이 반응하여 형성된 ettringite는 시멘트와 골재 사이의 틈새를 효

과적으로 충전하였으며 C-S-H 수화물들이 경화체 조직을 좀 더 치밀

하게 만들어 강도가 향상시킨다[32]. SO3는 시멘트에 함유된 CA계 광

물의 수화반응속도를 조절한다. 따라서 여분의 SO3가 치환된 패널의 

경우, CA계 광물의 수화반응속도를 증가시켜 ettringite의 생성을 촉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멘트의 강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30].

따라서 G25B와 G25A에서 강도가 크게 향상되고 대체 비율이 증가할

수록 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G25B와 G25A의 대체비율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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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Mineral carbonation process using slag and cost reducing 
factor (*Cost-reducing factor in the process, **possibility part to 
develop cost-reducing technique).

한 양의 ettringite의 생성에 유리한 최적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기건 양생과 autoclave양생에서 잔여슬래그를 대체하였을 경우 

G50A와 G75A에서 압축강도와 휨강도가 대폭 감소하였지만 G0과 비

교하였을 때 압축강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휨강도도 목표치인 5 

MPa을 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추출 전 전로슬래그를 사용한 패널이 대체 비율이 증가할수록 압축

강도 및 휨강도가 감소하였지만 잔여슬래그를 사용한 패널의 강도가 

추출 전 슬래그 및 슬래그를 사용하지 않은 패널보다 강도가 증가하

였다(Figures 12, 13). 전로슬래그와 같은 제강슬래그는 일반적으로 

free-CaO에 의한 물리적 팽창 때문에 물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하지

만 시멘트 패널 제작 시 슬래그가 일부 대체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대

체비율이 낮을수록 과량의 유리 석회 존재로 인한 시멘트의 물성 저

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33]. 그리고 Kwon[15]과 Neville[29]은 

시멘트 표면에 잔존하고 있는 free-CaO와 더불어 free-CaO와 물과의 

반응생성물인 Ca(OH)2가 계면의 부착강도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시

멘트의 강도, 나아가 전로슬래그를 이용한 시멘트 패널의 강도가 증

가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슬래그의 대체비율이 증가하면 경화

체의 초기 및 장기 강도에 크게 기여하는 C-S-H 수화물의 생성량이 

감소하여 패널의 강도가 저하된다[34]. 그리고 슬래그 대체비율이 증

가하면서 패널 내에 잔류하고 있는 유리 석회의 양도 증가하여 패널

의 물성 저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되어 대체비율이 높을수록 강

도발현에 불리하였다.

추출 후 전로슬래그를 사용한 패널들의 강도는 추출 전 슬래그를 

사용한 패널보다 대체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칼슘 추출 과정에

서 유리석회와 같은 시멘트의 재료학적 특성을 저하시키는 물질들이 

함께 추출 제거되어 강도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양생 방법에 따른 

강도를 비교하였을 때 기건 양생에서 추출 후 슬래그를 사용한 패널

은 슬래그 대체 비율이 증가하여도 압축 및 휨강도는 유지되었다. 반

면에 autoclave 양생에서는 슬래그 대체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가 

감소하였으나 기건 양생처럼 급격한 저하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C25A와 C50A의 압축강도 및 휨강도가 C0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

가 없어 긍정적인 결과로 보인다.

결과들로부터 슬래그 대체 비율이 25%였을 때 압축강도와 휨강도

가 높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잔여슬래그를 사용한 패널의 압축

강도와 휨강도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전로슬래그를 사용한 패널의 강

도가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잔여슬래그를 사용한 패

널들은 대체 비율이 강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강도발현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비록 두 슬래그를 사

용한 시멘트 패널은 대체 비율이 증가할수록 강도 수치는 감소하였지

만 G0과 C0의 강도 수치와 비교하였을 때 괴재슬래그와 전로슬래그

를 대체한 시멘트 패널의 강도는 유사하거나 약 18-55% 향상하여 매

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4.3. 경제성 평가에 대한 고려

제강슬래그를 이용하여 칼슘을 선택적으로 추출하고 추출 후 슬래

그(잔여슬래그)를 건축자재(패널)로 활용하는 방법은 온실가스 문제

를 완화한다는 점과 물질수지 관점에서 50 wt% 이상을 차지하는 추

출 후 슬래그를 활용함으로써 공정이 갖는 환경적 부담을 크게 절감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실험 결과를 바

탕으로 비용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전체 공정 모식도는 다음

과 같다(Figure 14). 본 공정이 제철소 현장에 적용될 경우 슬래그 처

분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칼슘 추출 후 잔여슬래그를 건축자재 패

널로 활용할 경우 패널 내 규사미분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환경부담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슬래그로부터 분리된 칼슘

은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CaCO3 (GCC 수준)을 얻을 수 있다. 따라

서 본 공정을 통해 얻게 되는 유가물질은 잔여슬래그 활용을 통한 규

사미분 대체효과와 GCC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채광 및 분체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물질로서 이용 및 가공하는데 

에너지의 소모를 요구한다. 현재 건축용 패널은 채광 및 운송과정을 

거쳐 생산된 규사미분을 이용한 패널 제작 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탄

산칼슘의 경우 석회광으로부터 채광 및 분쇄 과정을 거쳐 충진제로서 

제지 및 페인트 산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생

산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원료로 완성된 이후 구체적인 재화, 즉 패

널 혹은 GCC로 가공되는 과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미 상당한 에

너지 소모와 온실가스 배출이 진행된 것이다. 본 공정은 화폐가치화

가 용이하지 않은 채광 과정에 따른 환경 위해성을 제외하고도 에너

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저비용 온실가스 격리 등의 편익이 발

생한다. 본 연구(실험실 규모)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칼슘을 선

택적으로 추출하고 추출 후 슬래그(잔여슬래그)를 건축자재(패널)로 

활용하는 공정을 고려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된 비용-편익을 요약

하면 Table 4와 같다. 표는 주요 관련 요소들에 대해 투입량과 해당 

비용을 정리한 것이다. 교반 및 항온조의 규모로 인해 필요 이상의 전

력이 소모되어 실험 결과 비용-편익 값은 255.82원/리터 수준(괴재슬

래그의 경우, 259.20원/리터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적절한 규모의 장

비를 적용할 경우 75.74원/리터에서 255.82원/리터 사이의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편익 값이 상기 표와 같으나, 본 공정

이 제철소 in situ를 전제함을 고려하면, 제철 부생열, 부생 잡용수 등

을 이용함으로써 본 공정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추출용

매 회수공정개발을 통해 공정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산화탄소가 전환된 탄산화 물질의 고부가가치화(GCC → PCC 혹은 

에너지소재산업 활용 등) 기술개발을 통해 비용-편익의 유리한 값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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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ies Costs (Negative is benefits)

NH4Cl (Extraction) 108.00 g/liter 25.91 KRW/liter

Slag 66.00 g/liter -2.51 KRW/liter

Electricity power (Stirrer, reactor) 904.00 W/liter 53.52 KRW/liter

Slag residue 42.35 (50.50) g/liter 2.12 (2.53)a KRW/liter

CO2 (Carbonation) 17.60 g/liter -1.55 KRW/liter

NaOH (Carbonation) 20.00 g/liter 5.12 KRW/liter

Electricity power (Reactor, water bath) 3042.00 W/liter 180.09 KRW/liter

No mining benefitsb 0.45 (0.30) g/liter -0.04 (-0.03)a KRW/liter

GCC 59.13 (38.74) g/liter -9.76 (-6.39)a KRW/liter

Electricity power (Filtration -vacuum pump) 6.60 W/liter 0.39 KRW/liter

Panel (Silica powder) 50.50 (42.35) g/liter 2.5252 (2.12)a KRW/liter

Sum 255.82 (259.20) KRW/liter

a : Convert slag cost (or air-cooled slag cost), when occurring different benefit by difference of calcium extraction efficiency between convert and air-cooled slag;
b : benefit part occupied by synthesis of calcium carbonate from slag instead of mining from limestone mine.

Table 4. Main Cost-benefit Estimated Value of Mineral Carbonation Process Using Slag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산화탄소 고정화를 위한 추출 및 탄산화 실험으로부터 scale-up 

조건에서의 칼슘 추출효율은 괴재슬래그는 10.84 wt%이었으며 전로

슬래그는 38.59 wt%로 슬래그의 종류 및 성분에 따라 칼슘 추출효율

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슬래그로부터 추출한 칼슘과 이산화탄소를 반응하여 얻어진 물질

은 98 wt% 이상의 고순도 탄산칼슘이었으며 괴재슬래그와 전로슬래

그 모두 구형의 바테라이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잔여슬래그(칼슘추출 후 슬래그)로 대체한 시멘트 패널의 압축 및 

휨강도는 기본 시멘트 패널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하거나 약 18-55%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칼슘 추출 후 전로슬래그를 사용한 시멘

트 패널을 사용한 경우 압축강도는 약 5.6배 증가하였고 휨강도는 약 

4.0배까지 증가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어진 실험실 규모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출 및 탄

산화 효율 및 각 공정에서 생산되는 편익(규사미분 대체 효과 및 탄산

칼슘 활용 등) 과정의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추출 용매 1 L를 기준으

로 75.74원에서 255.82원의 공정 비용이 계산되었다. 이는 향후 추출 

용매 회수와 합성된 탄산칼슘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현장에서 부담

해야 할 탄소세 등을 고려하면 전체 공정 비용은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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