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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성분위기에서의 탄재 내장 산화철 브리켓의 환원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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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Behaviors of Carbon Composite Iron Oxide Briquette Under 
Oxidation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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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rbon composite iron oxide briquette (CCB) is considered a potential solution to the 
upcoming use of low grade iron resources in the ironmaking process. CCB is able to reduce raw material cost 
by enabling the use of low grade powdered iron ores and coal. Additionally, the fast reduction of iron oxides 
by direct contact with coal can be utilized. In this study, the reduction behaviors of CCB were investigated 
in the temperature range of 200-1200 ℃ under oxidizing atmosphere. Briquettes were prepared by mixing 
iron ore and coal in a weight ratio of 8:2. Then reductio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in a mixed gas 
atmosphere of N2, O2, and CO2. Compressive strength tests and quantitative analysis were performed by 
taking samples at each target temperature. In addition, the reduction degree depending on the reaction 
time was evaluated by off-gas analysis during the reduction test. It was found that the compressive strength 
and the metallization degree of the reduced briquettes increased with increases in the reaction temperature 
and holding time. However, it tended to decrease when the re-oxidation phenomenon was caused by injected 
oxygen. The degree of reduction reached a maximum value in 26 minutes. Therefore, the re-oxidation 
phenomenon becomes dominant after 26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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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으로 산업기술의 발달과 함께 철강재료의 원가가 

급증하면서 저품위, 저가의 원료를 활용한 철강소재 생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기술의 개발과 원료로 

사용되는 고품위 제철자원의 한계점에 대비하여 대체원료의 

사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제선공정은 크게 철광석을 제련하여 선철을 생

산하는 고로법과 철광석을 용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환원

철(direct reduced iron, DRI)을 제조하는 직접환원 제철법으

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공법의 경우 철광석의 환

원에 필요한 환원제와 열원을 코크스(cokes), 석탄 및 천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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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사용을 통해 얻어 왔으며, 공정 중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를 방출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기존의 제선공법에 비해 많은 

장점이 기대되는 탄재 내장 성형물 환원법에 대한 연구가 다

수 진행되어 왔으며, 그 중 최근 개발된 공법으로써 고로법과 

직접환원 제철법을 접목한 ITmk3를 들 수 있다 [1]. ITmk3는 

분말형태의 광석과 연료탄(thermal Coal)을 성형한 펠릿

(pellet)을 1450 ℃의 회전로(rotary hearth furnace)에서 환원

시킴으로써 약 10분만에 순도 96~98%의 iron nugget을 생산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회전로에 장입된 탄재 내장 

펠릿이 노상에서 1회 공전하는 동안에 버너에서 천연가스 연

소에 의한 복사열과 펠릿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2차 연소

에 의한 열 공급, 노상의 회전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주입되는 

가스흐름에 의해 펠릿의 환원성이 최대화 되기에 단시간의 

조업으로 iron nugget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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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iron ore and proximate analysis 
of coal.

Chemical composition of iron ore (wt%)
T.Fe SiO2 Al2O3 MgO CaO
66.93 2.53 0.6 0.15 0.03

Proximate analysis of coal (wt%)
Fixed carbon Volatile matter Ash Moisture

65.7 22.9 10.1 1.3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이처럼 탄재 내장 성형물의 환원법은 분말형태의 탄재와 철

광석을 혼합, 성형하여 산화철을 환원시키는 방법으로써 저 

품위의 분탄과 분철광석을 사용 할 수 있어 기존의 제철법에 

비해 원료비 절감 및 원료 제조공정 단축에 따른 시설투자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방출

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기존의 고로조업에 비해 

공정 중 발생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어 환경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내부에 탄재가 혼합되어 있어 반응 면적의 증가로 인

해 환원속도의 증가와 공정 시간의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6].

현재까지, 탄재 내장 성형물을 대상으로 산화철의 환원거동

에 관한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나[7-12], 이는 비활성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재산화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

나 산화성분위기에서 탄재 내장 성형물은 내부에 존재하는 탄

의 함량에 따라 성형물 주위의 산소농도가 상이하며, 이는 환

원 및 재산화 특성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산

화 현상을 고려, 탄재 내장 산화철 브리켓의 환원특성을 알아

보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분말형태의 철광석과 석탄(coal)을 

혼합･성형한 브리켓을 사용하여 고 산소농도 분위기에서 반

응온도 구간에 따른 산화철의 환원특성을 조사하였다.

2.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된 원료는 표 1과 같이 전철(total Fe, T.Fe)가 

약 67 wt%인 적철광과 휘발분이 함유된 석탄을 사용하였다. 

탄재 내장 브리켓은 분말형태의 적철광과 석탄을 균일하게 

혼합하여 브리켓 몰드(mold)에 충진 후 프레스(press)를 통해 

8 ton/cm2의 압력으로 가압･성형하여 직경 10 mm, 무게 2 g

의 원통형으로 제조하였다. 사용된 적철광과 석탄은 볼 분쇄

기(ball mill)을 통해 파쇄 후 75-150 μm 입도로 선별하여 사

용하였으며, 적철광과 석탄의 혼합비는 무게 기준 8:2로 일정

하게 하였다. 환원실험은 슈퍼 칸탈 전기로(super kanthal 

furnace)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1과 같

다. 반응관은 가스분위기 조성이 용이하도록 내경 71 mm, 높

이 700 mm의 한쪽이 막힌 알루미나 관을 사용하였으며, 반

응관 상부에 밀봉(sealing)을 위한 STS mask를 설치하였다. 

마스크(mask) 중앙에 백금 와이어 바스켓(Pt wire basket)이 

연결된 알루미나 튜브를 설치하여 튜브의 이동에 따라 시편

의 상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입가스는 반응관 내부 

우측 하단의 알루미나 튜브를 통해 주입되며 좌측 상단의 배

출구를 통해 배출되게 된다.

실험진행 전, 백금 와이어 바스켓 내부에 성형된 브리켓을 

장입 후, 질량유량계(mass flow controller, MFC, 일본, 

KOFLOC, 3660 mode)를 통해 120 mL/min의 O2 및 CO2가

스, 960 mL/min의 N2 가스를 일정하게 혼합･주입하여 가스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반응관내 가스분위기가 조성되면 브

리켓이 장입된 백금 와이어 바스켓을 200 ℃ 영역에서부터 

50 ℃/min의 승온패턴으로 목표온도에 위치시켜 실험을 진

행하였고, 목표온도는 200-1200 ℃의 범위로써 100 ℃ 간격

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1200 ℃ 도달 후에는 등온상태로 40

분 간 유지하였고, 유지시간(holding time) 내에서는 10분 간

격으로 환원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중에는 가스분석기(독일, MRU사, DELTA 16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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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of shape and cross section of carbon composite 
iron oxide briquette with the reaction temperature range.

Fig. 3. SEM micrographs of reduced briquette after the holding 
times of (a) 10, (b) 20, (c) 30, and (d) 40 min.

Fig. 4. Change of the compressive strength depending on the 
reaction time.

model)를 이용하여 20초 간격으로 배출 가스 CO, CO2 및 O2

의 농도(vol%)를 분석하였으며, 추적가스로 사용되는 N2 가

스의 유량과 배가스 중의 N2 농도로부터 배가스 전체 유량을 

확보하여 반응시간에 따른 CO, CO2 발생량을 계산하여 반응

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KS E 3016 금속철 정량분석법 및 

KS E 4700 철광석 펠릿 파쇄강도 측정법에 따라 온도 구간

별 환원 브리켓의 금속화율 및 강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형상 및 강도 변화

온도구간에 따른 환원 브리켓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목

표온도 200-1200 ℃ 사이의 온도에서 100 ℃ 간격으로 시편

을 채취하였으며, 1200 ℃ 도달 후에는 유지시간을 10 분 간

격으로 40분까지 유지하여 환원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2에 

환원 후 시편의 형상 및 단면을 나타내었다. 시편의 형상은 

1200 ℃를 시점으로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비교적 빠

른 승온패턴으로 인해 충분한 반응온도 구간인 800-900 ℃ 에
서 시편은 국부적으로 적갈색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1000 

℃ 이상의 반응온도부터 시편이 전반적으로 짙은 회색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보아, 브리켓 표면에서 내부로 반응이 점차 진

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편의 단면 관찰 결과, 반응온도 

900 ℃ 이하에서는 육안검사 상으로 특이한 변화가 없으며, 

반응온도 1000 ℃에서 브리켓 표면층부터 반응이 진행됨으

로써 내부의 미 반응 영역이 관찰되었다. 반응온도 1100 ℃부

터는 주입되는 산소에 의한 브리켓 표면의 산화와 내부의 환

원 및 미 반응 영역을 관찰할 수 있다. 1200 ℃에서는 브리켓 

내부까지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전면적인 부분환원이 발생하

며, 그림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지시간(10-40분)에 따

라 석탄의 가스화(gasification)에 의한 기공의 발생 및 브리켓 

내부로의 산화층 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a) 유지시간 

10분의 경우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된 M.Fe에 탄소 성분

(carbon content)가 증가하여 고상선(solidus line)에 접근함으

로써 확산성이 증가하고 융착 구동력이 높아져 브리켓 내부

에 M.Fe가 응집된다 [13].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20 wt%의 탄

재가 혼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리켓 내부에는 기공이 비

교적 적게 분포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지시간 20분 이상

의 경우에는 반응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산화층 형성과 기

공의 성장으로 인해 Crack이 형성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는 반응온도 구간 및 유지시간에 따른 강도분석 결

과를 도시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200 ℃ 부터 1200 ℃ 유지시

간 20분까지 반응온도 및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강도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나, 600-1000 ℃의 반응온도구간에서 강도

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온도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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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 of the off-gas composition depending on the 
reaction time.

가함으로써 석탄 입자 내부의 화학적 결합이 파괴되어 1차 

열분해 현상의 생성물인 CO, CO2, CH4, H2O 등의 가스가 발

생하고, 브리켓 내 존재하는 광석과 탄의 반응으로 CO, CO2 

가스가 생성됨으로써 기공이 형성되어 600 ℃ 이후에는 강

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14,15]. 반응온도 1000 ℃ 
이후부터 1200 ℃ 유지시간 20분까지 강도가 다시 증가하여 

약 335 kg/cm2의 높은 강도를 나타내며, 이는 온도 및 유지시

간 증가에 의한 소결현상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이후 유지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산화현상이 지속됨으로써 브리켓 외

부 재산화층과 내부 환원층의 분리로 인한 균열(crack)의 확

장으로 강도는 다시 감소하게 된다 [16].

3.2. 배가스(CO, CO2, O2) 거동

적철광을 석탄과 8:2의 중량비로 혼합･성형하여 제조한 

직경 10 mm의 브리켓 4 개에 대하여, 분당 50 ℃의 승온패턴

에 따른 배가스 변화를 측정하여 그림 5에 도시하였다. 시편 

하강 전 배가스 조성은 주입가스의 조성과 동일하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시편 하강 후에는 CO2 농도는 증가하고 O2 

농도는 감소하게 된다. 반응시간 6-12 분(500-800 ℃) 사이의 

구간에서는 CO2 및 O2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석탄 내부에 존재하는 휘발물질의 연소

로 인한 CH4, C2H6 등의 가스 발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17]. 이후 반응시간 22분(1200 ℃, 유지시간 2분)에서 CO2 

농도가 최대치에 이른 후 반응시간에 따라 농도가 감소함으

로써 환원반응이 서서히 종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응시간 60분 경과 시 초기 주입가스 조성과 동일하게 유지

되게 됨으로써 환원반응 및 재산화현상이 종료된 것으로 판

단된다. O2는 CO2의 농도변화와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

며, CO2 농도의 최대치 도달시점을 기준으로 서서히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Cha [6], Wi [18], Kim [19]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활

성 분위기에서 탄재 내장 산화철 환원 시 발생하는 CO 발생

량은 CO2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나, 본 연구에서는 반응온도

구간에 관계없이 CO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브리켓 내부에 존재하는 석탄과 산화철의 직접환원반응 

시 발생하는 CO가 주입되는 O2와 반응하여 CO2를 생성한 

결과로 판단된다.

3.3. 탄재 내장 산화철 브리켓의 환원특성

가스분석기에 의해 측정된 배가스 중 CO, CO2의 유량변

화를 이용하여 반응시간에 따른 탄재 내장 산화철 브리켓내 

미반응 탄소 및 산소, 환원율을 계산하였으며, 정량분석을 통

해 금속화율을 측정하였다.

전체가스의 유량(QTotal gas) 은 탄재 내장 산화철 브리켓과 

반응하지 않는 N2의 유량(QN2)과 N2의 비율(%N2)을 이용하

여 다음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22 %:%100: NQQ NgasTotal =

%100
% 2

2

N
QQ N

gasTotal ⋅=  (ml/min) (1)

이렇게 계산된 QTotal gas를 이용해 CO와 CO2의 vol%를 QCO

와 QCO2로 변환할 수 있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100(%CO))(Q)(Q ttgasTotaltCO ⋅=   (ml/min) (2)

/100)(%CO)(Q)(Q t2tgasTotaltCO2 ⋅=   (ml/min) (3)

여기에서 ‘t’는 배가스를 분석한 임의의 시간을 의미하며, 

임의의 시간에서 CO, CO2 발생량의 누계는 다음과 같다.

)()()()( 11 −− −⋅+= ∑∑ nnnCOnCOnCO ttQQQ (4)

)()()()( 12122 −− −⋅+= ∑∑ nnnCOnCOnCO ttQQQ (5)

여기에서 ‘n’과 ‘n-1’은 배가스 분석 순서를 나타낸다.

위의 식 (1)-(5)으로부터 반응시간에 따른 배가스 누계량

을 통해 브리켓 내 잔존하고 있는 미반응 산소(%O)t 및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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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 of (C wt%) and (O wt%) depending on the 
reaction time.

Table 2. Content of unreacted carbon by off-gas composition and 
C/S analysis.

Calculated by off-gas 
composition

Measured by C/S 
analysis

Content (wt%) 1.45 0.009

(%C)t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 )(% ) 100
( )

O t
t

B t

WO
W

= ⋅ (6)

( )(% ) 100
( )

C t
t

B t

WC
W

= ⋅ (7)

(WB), (WO) 및 (WC)는 브리켓 무게와 브리켓 내 잔존하는 

산소 및 탄소의 무게를 의미하며, CO와 주입･배출되는 CO2 

및 O2 가스량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즉,

2 _ 2 _ 2 _ 2 _28 44 ( ) 32 ( )
( ) ( )

24055
CO CO Out CO In O Out O In

B t B O

t

Q Q Q Q Q
W W

⎛ ⎞⋅ + ⋅ − + ⋅ −
= − ⎜ ⎟⎜ ⎟

⎝ ⎠

∑ ∑ ∑ ∑ ∑

(8)

2 _ 2 _ 2 _ 2 _16 32 ( ) 32 ( )
( ) ( )

24055
CO CO Out CO In O Out O In

O t O O

t

Q Q Q Q Q
W W

⎛ ⎞⋅ + ⋅ − + ⋅ −
= − ⎜ ⎟⎜ ⎟

⎝ ⎠

∑ ∑ ∑ ∑ ∑

(9)

t

InCOOutCOCO
OCtC

QQQ
WW ⎟

⎟
⎠

⎞
⎜
⎜
⎝

⎛ −⋅+⋅
−= ∑∑∑

24055
)(1212

)()( _2_2 (10)

∑QCO는 임의의 시간 t까지 발생한 CO 누계량을 의미하며, 

∑QO2_In와 ∑QO2_Out, ∑QCO2_In, ∑QCO2_Out는 주입 및 배출되는 

O2와 CO2의 누계량을 나타낸다. 따라서 반응시간에 따른 브

리켓 내 미반응 산소의 변화량는 반응 전 브리켓에 존재하는 

산소량에 CO, CO2, O2 형태로 배출되는 산소량를 제외하고, 

주입되는 CO2 및 O2의 산소량을 포함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응시간에 따른 브리켓의 질량변화

도 계산이 가능하며, 미반응 탄소의 양은 주입･배출되는 CO2

와 배출되는 CO에서의 탄소량을 통해 계산된다.

한편, 배가스 분석을 통한 탄재 내장 브리켓 산화철의 환원

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6].

Re 
   ․ 

      
  ․ 

      
 ․

  ․  (11)

여기에서 (%O)t는 임의의 시간에서의 미반응 산소농도로

써 식 (6)에 의해 계산될 수 있으며, (%O)0는 반응 전 브리켓 

중의 산소농도로써 초기 브리켓의 질량(WB)0과 브리켓 중의 

산소질량(WO)0으로 계산된다.

위의 식 (6) 및 (7)으로부터 계산된 미반응 산소 및 탄소의 농

도 변화를 그림 6에 도시하였다. 반응 전 브리켓 내부에 존재하

는 탄소량은 성분분석을 통하여 고정탄소 뿐만 아니라 휘발분

에 포함된 탄소의 양까지 포함하였으며, 산소량은 산화철에 존

재하는 산소량만을 계산하였다. 미반응 탄소의 양은 반응 초기 

급격히 감소하며, 반응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량이 점차 줄어드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반응시간 약 40분 이후부터 미반

응 탄소 2 wt% 이하의 일정량을 유지함으로써 환원반응이 거

의 종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종료 후 배가스 분석을 

통한 미반응 탄소의 계산값과 C/S 분석을 통한 측정값을 표 2

에 나타내었다. 최종 미반응 탄소의 계산값 및 측정값은 각각 

1.45, 0.009 wt%로써 정량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는 위에서 언

급한 휘발물질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CH4, C2H6 등의 가스를 

제외하고 CO, CO2로 배출되는 가스 중의 탄소량만을 계산하

였기에, 배가스 분석을 통한 미반응 탄소 계산값이 C/S 분석을 

통한 측정값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반응 

산소량은 미반응 탄소의 경우와 동일하게 반응 초기 급격하게 

감소하나, 반응시간 26분 경과 후 잔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주입되는 가스 중 산소에 의한 재산화현상이 발

생하여 브리켓 내부에 존재하는 산소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응시간 40분 경과 후에는 일부 환원된 Fe 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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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hange of the metallization degree depending on the 
reaction time.

Fig. 7. Change of the reduction degree of iron oxide briquette 
depending on the reaction time.

형성된 재산화층으로 인한 산소의 확산저항 증가로 인해 미반

응 산소량의 증가가 서서히 감소하여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0]. 이처럼 미반응 산소 및 탄소량 결과를 통하여 반응

시간 26분까지는 환원반응이 주도적이며, 그 이후에는 주입되

는 산소에 의한 재산화현상이 환원반응에 비해 지배적인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석탄에는 약 22.9 wt%의 휘발분이 함

유되어 있으므로 휘발분에 의한 산화철을 환원을 무시할 수 

없으나, 비교적 빠른 승온패턴에 의해 반응 초기 휘발분이 급

속하게 방출되므로 산화철 환원에 미치는 휘발분의 영향은 

매우 근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탄재 내장 산화철 브리

켓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원반응 중 수소환원을 제외하

고 고체탄소에 의한 직접환원반응과 CO 가스에 의한 간접환

원반응에 기초하여 미반응 산소의 농도 계산식 (6)을 식 (11)

에 적용, 반응시간에 따른 산화철 브리켓의 환원율을 계산하

였다. 그림 7은 반응시간에 따른 산화철 브리켓의 환원율 변

화를 도시한 것이다. 반응 개시 이후 약 8분까지 환원율은 

1% 이하의 일정한 경향을 보이며, 8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

하여 반응시간 26분에 약 41%의 최대 환원율을 나타낸다. 반

응시간 26분 경과 후에는 주입되는 산소에 의한 재산화현상

에 의해 환원율은 감소 경향을 보이며, 반응시간 경과에 따라 

환원반응 및 재산화현상이 종료되면서 최종적으로 환원율은 

약 22%를 나타낸다.

탄재 내장 산화철 브리켓의 금속화율을 알아보기 위해 정량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반응시간에 따른 금속화율 변화를 그림 

8에 도시하였다. 반응시간 16분까지 금속화율은 0%를 유지하

며, 16분 이후부터 증가하여 반응시간 30분 경과 시 약 31%의 

금속화율을 나타낸다. 30 분 경과 후에는 앞에서 언급한 환원

율 결과에서와 같이 주입되는 산소에 의한 재산화현상으로 인

해 금속화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위의 결과를 

통해 금속화율 0%를 유지하는 반응시간 16분(1000 ℃)까지는 

산화철 브리켓의 환원이 M.Fe까지 진행되지 못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환원율 최대를 보이는 반응시간 26분에서 금속

화율이 최대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산화성분위기에서 온도구간에 따른 탄재 내장 성형체의 

환원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말형태의 철광석 및 석탄을 혼

합･성형한 브리켓을 제조하고, 환원실험을 수행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환원된 브리켓의 강도는 온도 및 유지시간 증가에 따라 

상승하나, 재산화현상 발생 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 배가스 분석결과, 반응 초기에 CO2 농도는 증가하는 반

면에 O2의 농도는 감소하며, 반응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환원 

및 재산화반응이 종료되면서 초기 주입가스의 조성과 동일

한 수준을 유지한다. 

3) 브리켓내 미반응 탄소의 양은 반응 초기 급격히 감소하

며, 환원실험이 종료된 후에도 약 2 wt% 이하의 탄재가 브리

켓내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4) 환원율은 반응시간 8분(600 ℃)부터 26분(1200 ℃, 유

지시간 6분)까지 급격히 증가하며, 이후 주입되는 산소에 의

한 재산화반응이 극대화되면서 감소경향을 보인다.

5) 정량분석 결과를 통해 탄재 내장 산화철 브리켓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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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16분(1000 ℃) 이후부터 M.Fe로의 환원이 진행된 것임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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