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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재내장 산화철 브리켓의 환원거동에 미치는 염기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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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Basicity on the Reduction Behavior of Carbon Composite Iron 
Oxide Briqu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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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Inha University, Incheon 22212,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e world is gradually running short of high quality iron resources. This forces ironmaking 
processes to focus on the use of low quality iron ores. Carbon composite iron oxide briquettes (CCB) are one 
of the alternative choices. CCB enables the utilization of low quality powdered iron ores and coal, and also 
enhances the fast reduction rate of iron oxides by providing direct contact with coal. The iron ore and coal 
used for making CCB initially contain impurity components such as gangue and ash. Impurity components 
are generally well known to suppress contact between the iron ore and coal. In this study, the effect of 
basicity on the reduction behavior of CCB is discussed. Basicity in the range of 0 and 1.632 was considered. 
CCB mixed with reagent iron oxide and graphite was prepared to have a molar ratio C/O = 1. Reductio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in N2 gas condition by heating from 200 ℃ to 1200 ℃ in an electric furnace. 
CO and CO2 gas were measured by a gas analyzer to analyze the reduction mechanism. In the case of CCB 
with a basicity less than 0.816, the degree of reduction was decreased due to the formation of fayalite phase. 
CCB whose basicity was higher than 1.224 also showed that the decrease of the reduction degree was due 
to the formation of high melting point slag. As a result, the highest value of degree of reduction was 
measured at the basicity in between 0.8 an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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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으로 철강 생산량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전기로 제강법에 의한 생산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1]. 그에 따라 전기로 제강법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고

철은 수급이 불안정하며, 노폐 고철 같은 저품위 고철 사용시 

불순물 원소를 포함하여 조성 제어의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환원철이 

청정 대체 철원으로 주목 받고 있는 추세이다 [2].

제선 공정분야에서는 탄재내장 산화철 브리켓을 상용 고

로 및 소결기에 활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소결 

공정의 경우, 소결 베드 상･하부의 열 분포 불균형으로 인해, 

소결광 품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3]. 따라서, 상부의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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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소가스 조건을 변화시키

거나, 추가적인 연료를 투입하는 방법 [4-8], 하부의 과열량

을 활용하기 위해 소결 베드 하부에 탄재내장 산화철 브리켓

을 편석 장입하는 방법 [9]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철강 생산 조업에서 발생되는 CO2 저감 [9,10]을 위해 고로

에서는 예비 환원된 탄재 내장 산화철 브리켓을 대체 장입하

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탄재내장 산화철 브리켓은 분광석과 mill scale 같은 산화

철분과 고체 환원제인 미분탄을 혼합, 압축 성형한 후, 1200 

℃ 이상의 고온에서 환원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환원법은 

미분형태의 저품위 철광석과 석탄을 사용할 수 있어 자원 활

용적인 이점이 있으며, 원료비 절감을 통한 경제성 향상에 기

여할 수 있다. 반응적인 측면에서는 환원제의 직접 접촉에 의

해 가스에 의한 환원반응보다 빠른 반응속도를 가지며, 비교

적 낮은 온도에서의 환원반응이 가능해 연료비가 낮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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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rawing of experimental apparatus and green 
sample.

Table 1. Experimental composition of sample mixtures (mass %).

Sample Hematite Graphite Flux
Flux coposition

Basicity
CaO SiO2 Al2O3

No Flux 81.64 18.36 0 - - - -
Flux 1

73.46 16.54 10

0 86.6 13.4 0
Flux 2 25.1 61.5 13.4 0.408
Flux 3 38.9 47.7 13.4 0.816
Flux 4 47.7 38.9 13.4 1.224
Flux 5 53.7 32.9 13.4 1.632

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저품위 분광석과 분탄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맥석과 ash 같은 불순물들은 산화철과 

탄재의 직접접촉을 억제하여 환원반응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11]. 따라서 환원 특성 향상을 위해 불순물이 낮은 온도

에서 용융이 가능한 조성으로 제어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flux를 첨가하여 염기도를 변화시키며, 탄재내장 

산화철 브리켓의 환원거동에 대한 기초실험을 진행했다.

2. 실험 방법

2.1 시편 제작

탄재내장 산화철 브리켓의 환원실험을 위해 주원료로써 

45 μm 이하 입도의 시약급 산화철(hematite, Fe2O3)과 흑연

(graphite, C) 분말을 사용했다. 실제 조업에서는 미분의 석탄

을 사용하지만, ash에 의한 산화물 조성제어 어려움과 휘발

분에 의한 복잡한 영향을 배제하고 염기도에 대한 영향만을 

비교하기 위해 흑연을 사용했다. 산화철과 흑연의 몰 당량비

(C/O)는 1.0으로 설정하여 직접환원 환원반응이 충분히 발생

할 수 있도록 했다. 산화철과 흑연의 단일 반응거동 확인을 

위해 flux가 첨가하지 않은 no flux 조건, 염기도에 따른 반응

거동 확인을 위해 flux를 첨가한 flux 1~5조건을 표 1에 나타

냈다. 이때 염기도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계산했다

CaO (mass%)/SiO2 (mass%) (1)

Flux는 45 μm 이하 입도의 시료급 CaO, SiO2, Al2O3 분말

을 혼합하여 사용했으며, CaO, SiO2, Al2O3 3성분계 상태도

에서 가장 낮은 용융점을 갖는 조성을 기준으로 Al2O3 첨가

량을 고정시켰다. C/S=0 조성과 저융점 조성의 염기도 차이

인 0.408만큼 염기도를 증가시켜 다섯 가지 조성을 선정했

다. Flux 첨가량은 실 조업과의 유사성을 위해 상용 자기환원

성 펠릿에서의 철광석과 탄재에 포함된 맥석, ash의 양을 기

준으로 하여 10 mass%로 선정했다 [12]. 각 조건의 시료들을 

제시된 질량비로 측정한 후, 24 시간 이상 혼합기를 사용하여 

균일 혼합시켰다. 그 후, 직경 20 mm인 몰드(mould)에 혼합 

시료 5 g을 측정하여 넣고, 2000 kgf/cm2의 압력으로 일방향 

압축하여 원통형의 브리켓을 제조했다. 제조된 브리켓은 120 

℃의 dry oven에서 24 시간 이상 유지하여 부착 수분 제거한 

후, 환원실험에 사용했다.

2.2 환원 실험

탄재 내장 산화철 브리켓의 환원실험 진행을 위해 분위기

의 제어가 가능한 SiC 수평 관상로를 사용했으며 그 모식도를 

그림 1에 나타냈다. 로의 온도를 올리기 전에 원료 조건에 따

라 제작된 시편을 Al2O3 plate에 놓고, heat zone에 위치하도록 

장입했다. 산소 가스에 의한 탄재의 연소 및 브리켓의 재산화

를 방지하기 위해 고순도 N2 가스를 1 SLM (Standard Liter 

per Minute, 1 atm, 20 ℃) 취입하였으며, 가스 분석기를 통해 

불활성 분위기를 확인하고 실험을 진행했다. 온도 구간별 환

원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200~1200 ℃까지 온도를 두 구간으

로 나눴다. 200~1000 ℃까지 20 ℃/min으로, 1000~1200 ℃까

지 10 ℃/min의 온도 패턴을 가지고 승온시켰고, 승온 완료 

후, 환원 거동 확인을 위해 1200 ℃에서 20 분 동안 온도를 유

지시켰다. 승온과 유지시간 총 80 분에 걸쳐 온도 구간에 따른 

환원반응 특성을 확인했다. 환원반응에 의해 발생된 CO, CO2 

가스는 가스분석기(MRU사, DELTA 1600S model)를 통해 

측정하였고, 이를 통해 환원율을 계산했다. 환원실험 종료 후, 

비활성 분위기를 유지하며 시편을 노내에서 상온까지 냉각하

고 환원 후 브리켓의 형상 비교 및 분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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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riquette shape after reduction experiment for the basicity : 
(a) No flux, (b) C/S=0 (flux 1), (c) C/S=0.408 (flux 2), (d) 
C/S=0.816 (flux 3), (e) C/S=1.224 (flux 4), (f) C/S=1.632 (flux 5).

2.3 환원율 계산

환원율 계산은 공급된 N2의 유량(QN2)과 가스 분석기를 통

해 측정된 N2 가스의 분율(%N2)의 비례식을 사용하여 전체 

배가스 유량(Qtotal)을 계산했다. 계산된 전체 배가스 유량과 

가스분석기에 의해 측정된 CO 및 CO2 가스의 부피 분율

(%CO, %CO2)의 곱으로써 임의의 시간 ‘t’에서의 CO 및 CO2 

가스의 발생량(QCO, QCO2)을 계산할 수 있으며, 그 식은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Qtotal : 100 = QN2 : %N2 (2)

Qtotal = (QN2/%N2)･100 (3)

(QCO)t = (Qtotal)t･(%CO)t (4)

(QCO2)t = (Qtotal)t･(%CO2)t (5)

계산된 CO 및 CO2 가스 발생량을 통해 특정 시간에서 환

원된 산소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으며, 환원된 산소의 질량과 

초기 Fe2O3의 산소 질량(WO)0의 차로써 임의의 시간에서 탄

재내장 산화철 브리켓에 잔존하는 산소 질량(WO)t을 계산할 

수 있다.

(Wo)t = (Wo)0 – (16･∑QCO + 32･∑QCO2)/Vg (6)

최종적으로, 초기 산소질량에 대한 제거된 산소질량 비를 

통해 탄재내장 산화철 브리켓의 환원율을 계산할 수 있다 

[13,14].

Re = {(Wo)0-(Wo)t}/(Wo)0･100 (7)

3. 결과 및 고찰

3.1 환원실험 후 시편 형상

환원실험 종료 후 각 시편을 노내에서 N2 분위기로 냉각한 

후, 염기도 조건에 따른 시편형상을 그림 2(a)~(f)에서 비교했

다. 그림 2(a)의 no flux 조건에서는 환원실험 전의 시편에 비

해 수축하여 부피가 감소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산화철 환원

으로 형성된 금속 Fe에 잔류 C가 침탄되고, 그 결과 금속 Fe

의 확산성이 증가하여 응집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15]. 

환원실험 종료까지 반응에 참여하지 못한 잔류 graphite는 시

편의 내부와 표면에 잔류하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b)의 flux 1 조건에서는 금속 Fe가 조대한 구

형 입자 형태로 응집되었고, 용융된 슬래그가 시편의 밖으로 

흘러나와 시편의 형상이 붕괴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때, 잔류 graphite는 금속 Fe 및 슬래그와 분리되어 표면에 잔

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c)~(f)의 flux 2~5 조건

에서는 초기의 브리켓 형상을 유지하지만 환원전의 시편에 

비해 부피가 팽창 한 것을 확인했다. 이때, 환원된 금속 Fe는 

다수의 미세한 구형 입자 형태로 존재하였으며, 이는 분말 형

태의 슬래그 및 흑연과 손으로 부스러질 정도로 약하게 결합

하고 있었다. 비록 환원실험 후의 브리켓 형상이 붕괴되거나 

강도가 약한 경향이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강도적인 측

면보다 반응특성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자 한다.

3.1 Hematite와 graphite의 환원거동

염기도에 따른 탄재내장 산화철 브리켓의 환원거동을 평

가하기에 앞서 시약급 hematite와 graphite의 단일 환원거동

을 고찰하기 위해 flux가 첨가되지 않은 탄재내장 산화철 브

리켓의 환원실험을 우선적으로 진행했다. hematite와 graphite

의 단일 환원반응은 산화철과 탄재의 직접접촉에 의해 발생

하는 직접환원반응과 직접환원으로 발생된 CO 가스에 의한 

간접환원반응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반응식은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16].

FexOy + C = FexOy-1 + CO (8)

FexOy + CO = FexOy-1 + CO2 (9)

C + CO2 = 2C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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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of off-gas composition from graphite-Fe2O3
composite with temperature for no flux condition.

Fig. 4. The relation between gas emission and the basicity 
condition : (a) CO2 gas, (b) CO gas.

환원반응 동안 발생하는 CO, CO2 가스 부피 분율과 온도 

패턴을 그림 3에 나타냈으며, 온도 구간에 따른 환원반응 메

커니즘을 가스발생 거동에 따라 네 단계로 분류했다. 환원 반

응이 매우 느려 가스분석기를 통해 가스가 측정되지 않는 단

계를 stage 1, 환원반응이 시작되지만 느린 반응속도 단계를 

stage 2, 환원반응이 가속화되고 반응속도가 최고조에 이르

는 단계를 stage 3, 마지막으로 반응속도가 느려지며 환원반

응이 종결되는 단계를 stage 4으로 분류했다.

900 ℃ 도달 전의 stage 1 구간에서는 CO 및 CO2 가스가 

측정되지 않았다. 이는 열역학적으로 환원반응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속도론적으로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가스 

분석기에 측정될 만큼 충분한 가스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7].

900 ℃ 이후 구간인 stage 2에서는 환원반응의 속도가 매

우 느려 소량의 가스만 측정 할 수 있었다. 이는 속도론적으

로 직접환원보다 간접환원반응이 더 주도적으로 발생하여, 

직접환원으로 발생된 CO 가스가 모두 간접환원반응에 사용

되어 CO2 가스로 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응 온도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면, CO2 가스 발생 거동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

이 나타난다. 이는 반응 초기에는 압축 성형에 의해 산화철과 

탄재의 직접 접촉으로 환원이 용이하게 발생하지만, 환원반

응 진행에 의한 탄재 입자의 크기 감소로 산화철과 탄재의 직

접 접촉이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직접환원반응이 저하하

여 CO2 가스 발생이 부분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Stage 3에서는 CO, CO2 가스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동이 나타났다. 이는 온도 증가에 따른 환원 속도 증가와 

Fe2O3에서 Fe3O4 또는 Fe3O4에서 FeO로의 환원에 의한 부피 

팽창으로 발생하는 산화철과 탄재의 직접 접촉 회복의 복합

적인 영향으로 판단된다 [18-20]. 이 구간부터 CO 가스가 측

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온도 상승으로 인해 직접

환원반응이 간접환원반응보다 속도론적으로 더 주도적인 반

응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후 CO 가스 발생이 다시 일시적

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앞선 환원반응으로 

생성된 FeO의 환원반응이 율속단계이기 때문에 환원반응 속

도의 저하로 가스 발생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21]. 약 

1100 ℃ 이후 다시 CO 가스 발생량은 증가하며 최대치를 보

이게 된다. 이 같이 다시 CO 가스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은 

Iguchi 등에 의하면 산화철이 환원되어 생성된 금속 Fe에 C

이 침탄 되어지고, 그 결과 금속 Fe와 FeO상의 경계에서 침

탄된 C와 FeO의 환원반응이 촉진된 것이 그 원인이라 판단

된다 [21].

Stage 4에 도달 후 발생되는 가스량은 급격하게 감소하며 

이를 통해 탄재내장 산화철 브리켓의 환원반응은 완료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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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on between reduction degree and the basicity 
condition : (a) Change of reduction degree according to 
experimental time, (b) The final reduction degree differences.

Fig. 6. Microscope images of briquette for the basicity condition, 
Fe - Metal Fe, S - Slag, P - Pore, R - Resin : (a) C/S=0 (flux 1), 
(b) C/S=0.816 (flux 3).

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체 구간에서의 배가스 발생 거동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CO 가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탄재 내장 산화철 브리켓의 환원반응은 간접환원반응과 직

접환원반응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지만, 주요 메커니즘

은 직접환원 반응이라 판단 할 수 있다.

3.2 염기도에 따른 환원거동

앞서 고찰한 hematite와 graphite의 환원거동에 기초하여 

염기도에 따른 탄재내장 산화철 브리켓의 환원반응 특성을 

비교했다. 먼저 그림 4 (a)를 통해 각 염기도 조건에 따른 CO2 

가스 발생 거동을 비교했다. No flux 조건의 CO2 발생량과 비

교하면 flux 1 조건은 경향성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CO2 발생량이 약간 감소했다. 하지만 C/S=0.408 

이상의 flux 2~5 조건에서 환원반응 구간이 전체적으로 낮은

온도로 이동되었으며, 환원반응이 빠르게 진행되어 CO2 가

스 발생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첨가된 flux 2~5에 

의해 환원특성이 향상된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4 (b)를 통해 

각 염기도 조건에서 CO 가스 발생거동을 확인했으며, 이는 

flux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타났

다. No flux 조건의 환원반응의 경우, 반응이 종료되기 전까

지 지속적으로 CO 가스가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

만 flux를 첨가한 경우에는 특정 구간에서 대부분의 CO 가스

가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중 flux 1 조건의 경우 상대

적으로 낮은 CO 가스 발생량이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환원

반응이 1200 ℃ 도달 후 온도유지 구간에서 발생했다. 하지

만 C/S=0.408 이상의 flux 2~5조건의 경우 환원 특성이 향상

되어 더 낮은 온도인 1100 ℃ 부근의 구간에서 대부분의 환

원반응이 발생했다.

각 염기도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환원율의 변화를 비교하

기 위해 식 (2)~(7)을 사용하여 각 시간에서의 환원율 값을 계

산하였으며, 이를 그림 5 (a)에 나타냈다. 우선 CO 및 CO2 가

스 발생량이 다른 조건보다 낮게 나타난 flux 1 조건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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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M images of metal Fe and slag after reduction: (a) 
C/S=0 (flux 1), (b) C/S=0.816 (flux 3).

Table 2. EDS results of metal Fe and slag phase (mass %).
Element Area 1 Area 2 Point 1 Point 2

C  10.62 13.29 6.35 10.75
O  45.6 0 51.94 0
Al  7.53 0 5.57 0
Si  17.24 0.34 20.84 0.7
Ca  0 0 13.58 0
Fe  19.01 86.37 1.72 88.55

flux 조건보다 전체 환원시간 동안 환원율 값이 낮게 나타났

다. Flux 2 조건에서는 1200 ℃ 온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no 

flux 조건보다 환원율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1200 ℃ 도달 

후 온도유지 구간에서 오히려 환원율 값이 낮게 나타났다. 

flux 3~5 조건에서는 전체 환원시간 동안 no flux 조건보다 

환원율 값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환원실험 종료 후, 각 염기

도 조건에서의 최종 환원율을 그림 5 (b)에 나타냈다. 

C/S=0.408 이하의 flux 1, 2를 첨가한 조건의 경우 no flux 조

건에 비해 환원율 값이 낮아졌지만, C/S=0.408 이상의 flux를 

첨가한 조건에서는 환원율이 no flux 조건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Flux 3, 4 조건의 경우 각각 98.9 %, 98.8 %

로 100%에 근접한 환원율 값을 얻을 수 있었지만, 더 높은 염

기도 조건인 C/S=1.632에서는 오히려 최종 환원율 값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염기도가 환원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 

환원율 값이 가장 낮은 flux 1과 가장 높은 flux 3 조건의 미세

조직을 OM 및 SEM을 통해 비교했다. 우선 그림 6에 각 시편

의 OM 이미지를 비교했다. 환원율 값이 가장 낮은 flux 1 조

건의 단면 이미지의 경우 밝은 색의 금속 Fe와 어두운 색의 

슬래그가 환원이 종료된 후에도 다량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

다. 하지만 환원율 값이 가장 높은 flux 3 조건의 단면 이미지

의 경우 작은 크기의 구형 금속 Fe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대부

분의 슬래그는 금속 Fe와 분리된 것을 확인했지만, 소량의 슬

래그는 금속 Fe와 결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OM을 통해 

확인된 상들의 성분 확인을 위해 SEM 및 EDS 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그 이미지와 성분을 그림 7과 표 2에 나타냈다. 그

림 7(a)는 flux 1 조건의 시편 단면에서 금속 Fe와 슬래그 상

의 경계를 나타낸 이미지이다. 각 부분을 EDS 분석으로 측정

한 결과 area 1은 Al, Si, Fe 성분이 포함된 슬래그로 확인이 

되었으며, area 2는 침탄된 금속 Fe로 확인되었다. 이때 슬래

그상에 환원되지 않은 다량의 Fe 성분이 flux 1 조건에서 환

원율이 낮게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환원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flux 3 조건의 작은 구형 입자 내부를 환인 한 결

과, 금속 Fe 내부에 소량의 슬래그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DS를 통한 성분 확인결과 point 1은 Al, Si, Ca와 

미량의 Fe가 포함된 슬래그로 확인되었으며, point 2는 침탄

된 금속 Fe로 확인되었다. 슬래그에 잔류하고 있는 환원되지 

않은 Fe는 미량이며, 높은 환원율 값이 나타나는 경향과 잘 

일치함을 확인 했다.

3.3 염기도에 따른 환원 메커니즘

Flux를 첨가할 경우 탄재내장 산화철 브리켓의 환원거동

은 no flux 조건의 경우보다 더 복잡한 거동이 예상된다. 첨가

된 flux와 환원반응 동안 발생된 FeO가 반응하여 용융 슬래

그를 형성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용융 슬래그를 경유한 FeO

의 확산과 환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되는 슬래

그는 반응 온도 및 조성에 따라 다양한 상이 형성될 수 있으

며, 형성된 슬래그의 특성에 따라 탄재내장 산화철 브리켓의 

환원거동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염기도 조건에 따른 혼합 flux의 용융점을 열역학 계산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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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hase diagram of mixed flux for mass fraction of FeO in 
Metallic Fe saturation condition, 1atm : (a) Flux 1 (SiO2 : 86.6 
mass %, Al2O3 : 13.4 mass %), (b) Flux 3 (CaO : 38.9 mass %, 
SiO2 : 47.7 mass %, Al2O3 : 13.4 mass %), (c) Flux 5 (CaO : 53.7 
mass %, SiO2 : 32.9 mass %, Al2O3 : 13.4 mass %).

Fig. 8. Melting point of CaO-SiO2-Al2O3 ternary oxide system for 
the basicity (Al2O3 mass fraction =13.4%, 1atm).

로그램인 FactSage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그림 8에 나타냈다 

[22]. 슬래그의 용융점은 염기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다

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실제 실험에서는 환원에 

의해 발생하는 FeO와 flux 성분이 복합 슬래그를 형성하여 

더 낮은 온도에서 용융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Matsui 등에 의

하면 환원반응 중에 산화철과 탄재 사이에 용융 슬래그가 형

성된다면 이는 두 물질 사이의 접촉을 유발시켜 직접환원반

응 촉진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23-25]. 또한, 용융 슬

래그에 포함된 FeO도 잔류탄소와 환원반응을 진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산화철이 환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6]. 따라서 더 낮은 온도에서 용융 슬래그 형성은 탄재내장 

산화철 브리켓의 직접환원반응에 바람직한 현상이며, flux가 

첨가되지 않은 조건에 비해 탄재내장 산화철 브리켓의 높은 

환원율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실험을 진행했다.

그러나, 환원실험을 통해 환원율을 비교한 결과, 가장 낮은 

슬래그 용융점을 갖는 flux 2 조건에서 오히려 낮은 환원율 

값이 나타났다. 이는 flux가 첨가된 탄재내장 산화철 브리켓 

내 환원은 슬래그의 용융점뿐만 아니라 환원율에 영향을 주

는 다른 요소가 있음을 의미한다. 환원특성에 영향을 주는 다

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에서 환원율이 가장 낮게 나타

난 flux 1 조건, 환원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flux 3 조건, 환원

율이 다시 감소하는 flux 5 조건의 상태도를 열역학 계산 프

로그램인 FactSage [22]를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9(a)-(c)에서 비교했다.

환원율이 가장 낮은 flux 1 조건의 상태도 그림 9(a)를 보면 

비교적 낮은 온도와 FeO 질량분율에서 Fe2SiO4(=fayalite) 형

성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융점 화합물인 Fe2SiO4

은 FeO의 피환원성을 저하시키며, 탄재내장 산화철 브리

켓의 환원율 감소에 영향을 준다 [27,28]. 따라서, flux 1 조

건에서 Fe2SiO4 형성에 의해 다른 염기도 조건에 비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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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율 값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그림 4(b)

에서 환원에 의해 발생하는 CO 가스가 다른 염기도 조건

에 비해 더 높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이 또한 피환원성이 낮은 Fe2SiO4 형성에 의해 환원

속도가 감소된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flux 1 조건에서 가장 낮은 환원율 값이 나타난 주된 이유

는 Fe2SiO4의 형성이라 판단 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림 7의 

EDS 분석결과 경향과 잘 일치한다. 따라서, flux 2 조건에

서는 가장 낮은 slag 용융점을 갖지만 Fe2SiO4상 형성에 의

해 낮은 환원율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환원율 값이 가장 높은 flux 3 조건의 상태도 그림 9(b)를 

보면 열역학적으로 Fe2SiO4의 형성이 가능하지만, Fe2SiO4 

형성을 위해서는 매우 높은 FeO 질량 분율이 요구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그림 5(a)에서 확인한 것과 같

이 해당 온도에서는 20%보다 낮은 환원율 값이 나타나기 때

문에 충분한 FeO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Fe2SiO4상 보다 피환원성이 좋은 다른 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며, 이 또한 그림 7의 EDS 분석결과 경

향과 잘 일치한다. 따라서 Fe2SiO4상에 의한 탄재내장 산화

철 브리켓 환원성 저하는 없을 것이고, 분자간 확산에 의한 

미용융 Calcium silicate 형성에 의해 산화철과 탄재의 접촉이 

촉진되었거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용융 슬래그 형성으로 

환원이 촉진되어 더욱 높은 환원율이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

했다.

환원율 값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flux 5 조건의 

상태도 그림 9(c)를 보면 높은 FeO 질량 분율에서도 Fe2SiO4

는 형성되지 않지만, 다른 염기도 조건에 비해 슬래그 용융 

온도가 높아져, 약 1150 ℃ 이상부터 용융 슬래그가 형성 가

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C/S=1.632 이상의 염기

도 조건에서는 슬래그의 용융점 증가로 인해 다시 환원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염기도에 따른 환원특성 차이가 실제로는 더욱 복잡한 원

인에 의해 발생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환원특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을 형성되는 상과 슬래그의 용융점으로 설명

했다. 환원율 결과 데이터와 각 조건의 상태도를 비교를 한 

결과, 최종 환원율 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피환원

성이 좋지 않은 Fe2SiO4의 형성 유무이고, 상에 의한 환원율 

감소 영향이 높지 않다면 슬래그의 용융점이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4. 결     론

염기도에 따른 탄재내장 산화철 브리켓의 환원거동을 파

악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다. 환원실험 중 발생하는 CO 및 

CO2 가스 측정, SEM, EDS, 컴퓨터 열역학 프로그램인 

FactSage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탄재내장 산화철 브리켓의 환원반응의 주요 메커니즘은 

직접 환원반응이며, 금속 Fe가 생성되면 내부 침탄에 의해 

FeO의 환원반응이 가속화 된다.

C/S=0~0.408의 낮은 염기도에서는 피환원성이 좋지 않은 

Fe2SiO4상이 형성되고, 결과적으로 환원율이 낮게 나타난다.

C/S=0.816~1.224에서 가장 높은 환원율 값이 나타나며, 

해당 염기도 범위가 가장 높은 환원율 값을 얻기 위한 적정 

염기도라 판단된다.

C/S=1.632 이상부터 다시 환원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

나는데, 이는 비교적 높은 슬래그 용융점에 의해 산화철과 탄

재의 직접접촉 기회 저감에 의한 영향이라 판단된다.

최종 환원율 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Fe2SiO4상

의 형성 유무이며, 그 다음으로 슬래그의 용융점이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 조업에서 탄재내장 산화철 

브리켓의 높은 환원율을 얻기 위해 본 논문의 염기도 및 슬래

그 용융점 조건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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