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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ies of effective furnace cooling technology and refractory materials have extended the lifetime

of a blast furnace to more than 15 years. On the other hand, the replacement of refractories in the blast

furnace results in considerable cost and time loss for stopping the blast furnace operation. Various kinds of

refractories are used inside a blast furnace, and SiC-based refractories, which are resistant to abrasion and

thermal shock, are used in the area where frequent friction of charged materials occurs. However, these SiC-

based refractories are quite vulnerable to an oxidizing atmosphere and alkali gases, and it is difficult to

prevent corrosion by alkali gases generated from the impurities of the raw materials only by controlling the

composition of the refractories and raw materials. Therefor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alkali gas corrosion behavior of the blast furnace refractory as a fundamental study.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SiC and Si3N4 refractories used in the bosh part of the blast furnace were corroded by alkali

gas even in an inert atmosphere. The alkali corrosion progressed gradually with time, and the alkali element

and numerous pores and liquid precipitates were observed in the section of the corrosion layer. It was

confirmed that the alkali gas corrosion reaction occured according to the well-defined conventional reaction

mechanism.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corrosion rate of the SiC castable was 30 times faster than

that of the SiC b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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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로 내화물은 고로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다.

연속 조업을 하는 고로 특성상 내화물 교체 작업은 고로

조업의 중단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 손실 및

시간이 소요되며, 고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

체 냉각 기술 및 내화물 수명 연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로의 내화물은 부위에 따라서 가해지는 압력 및 열 충

격, 가스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종류의 내화물

이 사용된다. 일반적인 고로 내화물의 손상 요인으로써, 입

자 강하 마모, 열 충격, 슬래그 부착에 의한 손상이 약

40%, CO, CO2 로 인한 산화반응 손상이 20%, 고로 내

알칼리 성분(K, Na)으로 인한 침식이 약 40% 정도로 보

고 되고 있다 [1,2].

이 중에서 SiC 계열의 내화물이 사용되는 부위는 고로

의 보쉬 부근으로써, 이 부위는 장입물 하강으로 인한 마

찰과 압력이 심해지며 연화융착대가 가까워 스테이브 형태

의 구리 냉각기를 삽입하여 함께 사용한다. 따라서 강도와

열전도도가 좋은 SiC 계열의 내화물이 사용되지만, 고온

산화성 분위기에 매우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고로 내부의 분위기는 비산화성 분위기지만, 고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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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알칼리 침식은 매우 적은 양의 산소와 알칼리 가스만으

로도 넓은 범위의 고로 내화물을 침식 시킨다. 따라서 고

온 산화성 분위기에 약한 SiC 계열 내화물의 내산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근 사이알론(Si-Al-O-N) 결합을 사용하는

등 내침식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3-5].

고로 보쉬 부위의 내화물 표면에는 보통 비정형 내화물

인 SiC castable을 분사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SiC castable이 금방 침식되어 개선하고자 하였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SiC와 Si3N4 계열의 정형 내화물인 SSB(이

하 SiC brick)의 사용이 제시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로 보쉬부 내화물 손상원인에 대한 기초연구로써 2개의

칸탈로를 사용해 알칼리 가스를 생성하여 실제 고로에 사

용될 내화물 재료에 대한 침식 거동 연구를 실시하였다.

고로 스테이브 부근에 사용될 SiC 내화물은 정형 내화

물인 SiC brick과 부정형 내화물인 SiC castable 두가지로

구분되며 성분은 표 1 에 나타내었다.

2. 내화물 침식 메커니즘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SiC brick 과 SiC castable

는 그 조성이 서로 상이 하다. SiC brick은 주로 SiC,

Al2O3 및 Si3N4로 구성되어있으며, SiC castable은 다량의

SiC와 소량의 Al2O3 및 SiO2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낸

다. 이러한 구성 요소의 차이는 알칼리 가스로 인한 침식

메커니즘의 변화로 나타나며, SiC와 Si3N4의 산화반응은

산소 분압에 따라 passive oxidation 과 active oxidation

으로 구분 할 수 있다.

Passive oxidation 반응으로부터 시작되는 SiC의 알칼리

침식과정은 SiC가 산화되어 SiO2 피막이 형성되면서 시작

된다. SiO2 피막이 형성 되기 전에는 산소가 내화물 표면

과 직접 반응하는 기상확산으로 인해 산화속도가 매우 빠

르지만, SiO2 피막이 형성된 이후에는 SiO2 피막 중에서의

산소 확산 단계가 율속단계가 되어 산화속도가 저하된다.

SiO2 피막에 알칼리 소스인 Na2O가 유입되면, SiO2와

Na2O는 저융점 화합물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passive

oxidation에서의 침식 메커니즘은 다음의 식 (1)~(3)로 나

타낼 수 있다 [6].

식 (4)는 SiC의 active oxidation을 나타낸 것이다.

Active oxidation의 경우 SiC가 산화되어 SiO로 기화되는

반응으로써, 반응 온도가 매우 높거나 passive oxidation보

다 산소 분압이 현저히 낮은 경우 발생되는 반응이다.

SiC(s) + 2O2(g) → SiO2(s) + CO2(g) (1)

Na2O(g)+ xSiO2(s) → Na2O·xSiO2(liq.) (2)

Na2O(g) + xSiC(s) + 1.5xO2(g) 

→ Na2O·xSiO2(liq.) + xCO(g) (3)

SiC(s) + O2(g) → SiO(g) + CO(g) (4)

Si3N4의 침식 반응도 passive oxidation과 active oxidation

으로부터 시작된다. 식 (5)와 식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Si3N4는 Si2N2O를 형성하고 Si2N2O 는 O2와 반응하여

SiO2 피막이 형성된다. 이러한 SiO2 피막은 식 (7)에 나타

난 반응에 의해 알칼리 가스 중 Na2O와 반응하고 저융점

화합물을 형성한다. 초기 산화 반응은 SiO2 생성 및

Si2N2O 층을 통한 산소의 내부 확산이 율속단계가 되며,

산소 침투로 인해 SiO2-Si2N2O 및 Si3N4-Si2N2O 계면에서

산화가 진행된다. 또한 산화과정에서 SiO2와 Si2N2O 층을

통해 N2가 확산된다. 후기 산화반응은 형성된 SiO2 층이

Na2O와 반응하여 저융점 화합물을 형성하고 계면에서 생

성된 SiO2는 액상의 Na2O·xSiO2에 빠르게 용해된다.

식 (8)은 Si3N4의 active oxidation에 관한 식이며, SiC

의 산화반응과 마찬가지로 Si3N4가 SiO 가스형태로 산화

되는 반응이다. Active oxidation 반응은 산소 분압이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은 온도에서 진행된다 [7-10].

Si3N4(s) + SiO2(s) → 2Si2N2O (5)

Si2N2O + 1.5O2(g) → 2SiO2 + N2 (g) (6)

Na2O(g)+ xSiO2(s) → Na2O·xSiO2(liq.) (7)

2Si3N4(s) + 3O2 → 6SiO(g) + 4N2 (g) (8)

3. 실험방법

그림 1 은 실험장치의 개략도로서, 서로 온도가 다른 2개

Table 1. Composition table of SiC brick and SiC castabe

Chemical

Analysis (%)

Name of product

SiC brick

(Shaped refractories)

SiC castable

(Monolithic refractories)

SiC+Si3N4 90.0 -

Fe2O3 0.38 -

Al2O3 7.0 4.0

SiO2 - 2.0

SiC - 78.0

Etc. 2.62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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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칸탈로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2개의 칸탈로를 사용한

이유는 알칼리의 공급원인 NaNO3의 기화 온도인 988 K와

침식 실험 온도인 1573 K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칸탈로를 사용할 경우 승온 중에 NaNO3가 미리 기화되어

손실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험 온도는 1573 K로 설정하

였으며, 이 온도는 고로 보쉬부 냉각 스테이브가 설치된

SiC 내화물 표면의 온도를 측정한 데이터를 받아 사용하였

다. 2개의 칸탈로를 관통하는 반응관은 외경 90 mm, 내경

87 mm, 너비 1500 mm의 Al2O3 튜브형 반응관을 사용하였

으며, 반응관 내부의 가스 조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

여 양쪽 끝 단에 덮개를 설치하고 고무링을 사용하여 밀폐

시켰다. 반응관 좌측에는 에어 컴프레셔 및 유량계를 설치

하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

하여 알칼리 가스 및 공기를 칸탈로 우측으로 밀어 보낼

수 있었다. 침식 실험은 예비실험을 위한 산화성 분위기 조

건과 본 실험 조건인 불활성 분위기 두 가지 조건에서 진

행하였다. 산화성 분위기 실험에서 공기의 유량은 115.8

ml/min으로 반응관 내의 Na2O 가스의 부피비가 1%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불활성 분위기 실험에서는 공기 대신에

N2 가스를 사용하였으며, N2의 유량은 95.16 ml/min으로

설정하였다. 알칼리 가스의 부피 비를 1%로 유지한 이유는

고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알칼리 가스의 부피가 약 1% 정

도로 적은 양이 보고 되고 있기 때문이다.

좌측의 칸탈로는 NaNO3를 Na2O로 기화시키기 위한 용

도로써, 988 K까지 승온 하였고, 보트(Boat)형 Al2O3 도가

니를 사용하여 NaNO3를 기화시켰다. NaNO3는 좌측로에

서 Na2O, N2, O2로 분해되어 기화되며, 기화된 가스는 좌

측의 에어 컴프레셔로 인해 우측의 칸탈로 쪽으로 흘러 들

어간다. 우측의 칸탈로는 내화물을 침식시키기 위한 용도

로써, 내경 17 mm, 높이 20 mm의 원형 Al2O3 도가니와

내경 27 mm, 높이 30 mm의 정사각형 형태의 Al2O3 도

가니를 사용하였다. 사용 시료로는 SiC brick 및 SiC

castable를 사용하였으며, SiC castable은 물과 혼합한 뒤

원형 Al2O3 도가니 내부에 충진하여 423 K에서 12 시간

동안 소성시켰고, SiC brick은 다이아몬드 커팅 날을 사용

하여 도가니에 맞는 사이즈 (16 mm × 16 mm × 18 mm)로

절단하여 사용하였다. SiC brick은 경도가 높아 원형 가공

이 어렵기 때문에 도가니의 형상을 사각형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시편을 담은 도가니는 좌측으로 눕혀서 시편

이 좌측에서 흘러 들어오는 알칼리 가스와 한 방향으로 반

응 할 수 있도록 설치 하였다. 시편을 좌측으로 눕힌 이유

는 시편을 세울 경우 도가니 벽면으로 인해 침식반응이 방

해될 수 있기 때문이며, 고로 내 설치된 내화물들도 측면으

로 설치 되기 때문이다. 침식 실험은 3~12시간으로 3시간

단위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이 종료되면 시편을 꺼냈

다. 한번 꺼낸 시편은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 종료

후 도가니를 제거하고 micro meter를 통하여 시편의 높이를

측정하였다. 실험 후 침식으로 인해 시편의 높이가 일정하

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의 높이는 가장 많이 침식된 부위,

즉 시편의 높이가 가장 낮은 부분을 측정하였다. 시편의 높

이를 측정한 뒤 다이아 절단기를 통해 시편을 수직으로 절

단하였고, 마운팅(mounting)을 하여 SEM 및 mapping 분석

(JSM-6390, JEOL Co., Ltd., Japan)을 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산소 분위기에서 알칼리 가스에 의한 SiC castable

침식 결과

Fig. 1. Schematic of two furnace system simulating alkali corrosion in blast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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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리 침식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실험으로 산

소가 충분한 분위기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2는 알

칼리 가스 노출 시간에 따른 SiC castable의 표면 변화를

촬영한 사진이다. SiC castable의 침식은 시간에 따라 점차

진행되었으며, 침식된 부위는 액상의 침전물을 형성하여 도

가니 외부로 흘러 손실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알칼리 침식

은 약 3시간 후에 표면에 미세한 기공이 다량 확인되었으

며, 이러한 표면의 기공은 SiC castable 내부의 탄소가 산

화하며 생긴 기공으로 판단된다. 알칼리 가스 노출 6시간

이 경과되면 표면에 광택을 가진 층이 형성되고, 알칼리

가스 노출 9시간이후에는 표면이 매우 거칠어 지고 도가

니 하부에 침전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a2O와 SiO2의 이원계 상태도를 상용프로그램인 FactSage

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냈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Na2O가 SiO2와 반응하기 시작하면 두

화합물의 융점이 매우 빠르게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 최

대 1073 K 부근까지 융점이 낮아져서 실험 온도인 1573 K

에선 액상의 침전물이 되어 손실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서 설명한 알칼리 침식 메커니즘 및 실험 결과에 대한

판단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알칼리 침식 단면을

SEM 및 mapping 분석을 통해 조사하였다. 분석한 시편은

12시간동안 알칼리 침식을 진행한 시편이었으며, 분석을 위

해 침식 단면을 다이아몬드 커팅 날로 절단하고 시편 마운

팅을 통하여 분석 시편을 준비하였다.

그림 4는 SiC castable의 침식 단면을 SEM 분석한 사

진이다. 알칼리 침식이 진행되어 시편 외부가 침식으로 인

해 액상으로 제거가 되었음에도 시편 내부의 침식이 함께

진행 중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침식 단면에서는 기공과

구형상의 개재물이 존재했으며, 침식 단면의 성분분석을

위하여 mapping 분석을 하였고 이는 그림 5와 6에 나타

내었다. 그림 5는 실험이 진행된 침식 면을 분석 위치로

설정하여 mapping 분석을 한 것이며, 그림 6은 침식단면

에 존재하는 구형 개재물을 mapping 분석을 한 것이다.

Mapping 분석을 통하여 기공 내에 자리잡고 있는 구형상

의 개재물들은 탄소 성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침식 면에 생기는 기공들은 SiC castable 내부에

존재하는 탄소 알갱이가 산화되면서 생긴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침식단면 전체적으로 Si, O, Na 원소가 검출되

고 기공이 형성되었으며, 알칼리 원소인 Na가 내화물 계

Fig. 2. Top surface view of the SiC castable after alkali gas
corrosion in an oxidizing atmosphere.

Fig. 3. Binary phase diagram of the Na2O-SiO2 system calculated
by FactSage.

Fig. 4. SEM image showing a cross-sectional view of the SiC
castable in an oxidizing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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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침투하여 SiO2와 저융점 화합물을 형성하여 액상

으로 손실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예비실험을 통

해 알칼리 침식반응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

구의 목적인 불활성 분위기에서의 두 내화물의 침식실험

을 실시하였다.

4.2 불활성 분위기에서 알칼리 가스에 의한 SiC

castable 침식 결과

3.1 절에선 산소가 충분한 분위기에서 알칼리 침식 메커

니즘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실험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고

로 내부가스는 대부분 CO 및 CO2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

양한 불순가스와 함께 산소의 양이 매우 희박하다고 알려

져 있다. 따라서 산소가 없는 불활성 분위기에서 SiC

castable의 알칼리 침식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시편 사진을

그림 7에 나타냈다.

그림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불활성 분위기에서도 내화

물 침식은 시간에 따라 진행되었다. 침식 실험 6시간이 경

과되면 SiC castable 표면이 거칠어지고 침전물이 생성되

면서 시편 하단으로 흐른 자국이 발생하였다. 또한 침식

실험 9시간 이후에는 투명한 황록색의 침전물이 생성되어

도가니 하부로 흘러내렸으며 시편 표면이 더욱 거칠어 졌

음을 확인하였다.

알칼리 침식 단면을 분석하기 위하여 불활성 분위기에서

진행한 침식 시편을 절단하여 SEM 분석과 mapping 분석

을 진행하였다. 시편은 불활성 분위기에서 12시간 침식이

진행된 것으로써 그림 8에 SEM 분석사진을 나타냈다.

Fig. 5. Elemental analysis of the cross-sectional image of the SiC castable in an oxidizing atmosphere.

Fig. 6. Elemental analysis of the cross-sectional image of the inclusion in the SiC castable sample in an oxidizing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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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분석 결과 불활성 분위기에서도 내부 침식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O 가스가 생성된 흔적인 기공

이 다량 발견되었다. 그림 9는 침식 시편의 mapping 분석

을 진행한 것으로써, 산화 분위기 실험과 마찬가지로 침식

부위에 다량의 Si, Na, O 가 검출되었다. 불활성 분위기에

서 NaNO3가 Na2O, N2 및 O2로 기화되며 산소가 소량

생성되는데, 소량의 산소와 알칼리 가스가 존재하더라도 내

화물의 침식은 육안으로 구분될 정도로 확연하게 진행되었

다. 또한, 그림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 고로 내부에

서는 CO, CO2 및 수증기가 SiC의 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순 가스에서 유입되는 알칼리 성분으로 인

한 내화물 침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1].

4.3 불활성 분위기에서 알칼리 가스에 의한 SiC

brick 침식 결과

SiC castable과 SiC brick 간의 알칼리 침식 거동을 비

교해보기 위해서, SiC brick을 사용하여 불활성 분위기에

서의 알칼리 침식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1은 알칼리

침식 실험을 진행한 SiC brick의 사진이며, 앞서 진행했던

SiC castable과는 다른 침식 거동이 나타났다. 가장 큰 차

이점은 SiC brick에서 생성되는 침전물 색상이 청색을 나

Fig. 7. Top surface view of the SiC castable after alkali gas
corrosion in an inert gas atmosphere.

Fig. 8. SEM image showing a cross-sectional view of the SiC
castable in an inert gas atmosphere.

Fig. 9. Elemental analysis of the cross-sectional view of the SiC castable in an inert gas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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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점이다. 이러한 청색의 침전물은 SiC brick에 포함되

어있는 Fe2O3가 함께 반응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FexOy·Na2O·SiO2의 화합물은 청색으로 보고되고 있다 [12].

또한 SiC brick의 침식이 진행되며 생성되는 침전물의

양이 육안으로 보았을 때도 SiC castable에 비해 매우 적

게 나타났으며, 시편 표면도 SiC castable에 비해서 고르게

유지되었다.

그림 12는 12시간 동안 알칼리 침식실험을 진행한 SiC

brick 단면을 SEM 및 Mapping 분석한 사진이다. SiC

brick의 단면을 살펴보면, SiC castable과 달리 시편의 표

면에 기공이 관찰되지 않고 별다른 침식층이 나타나지 않

았다. 또한 침식 실험 후에도 시편 내 Na가 검출되지 않

았고 내부 침식 부위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Fig. 10. Ellingham diagram of SiC and Si3N4

Fig. 11. Top surface view of the SiC brick after alkali gas corrosion
in an inert gas atmosphere.

Fig. 12. Elemental analysis of the cross-sectional view of the SiC brick in an inert gas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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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3은 불활성 분위기에서 SiC castable과 SiC brick의

침식 두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침식의 두께는 초기 시편

에서 가장 깊게 침식된 부분을 측정하였다. 그래프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두 내화물 모두 침식 시간에 비례하여 침

식 깊이가 증가하였으나, 내화물의 평균 침식 속도는 SiC

castable의 경우 33.81 µm/hr, SiC brick는 1.03 µm/hr로

약 30배 가까운 속도 차이가 나타났다.

SiC castable과 SiC brick의 침식 속도 차이는 내화물의

주성분인 SiC와 Si3N4의 산화 속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일반적으로 Si3N4 계열의 산화 반응은 SiO2 및 Si2N2O

층을 통한 산소의 내부 확산 반응과 SiO2-Si2N2O 및

Si3N4-Si2N2O 계면에서의 산화 반응으로 나누어 진다고 보

고되고 있다. 또한, 알칼리 가스가 없는 순수한 산화 반응

만을 고려해 볼 때, SiO2 및 Si2N2O 층을 통한 산소 확

산은 계면에서의 산화속도보다 느리게 보고 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산화 반응은 SiO2 및 Si2N2O 층을 통과하는 산

소의 확산에 의해 제어되며, 이러한 산화 반응은 SiO2 층

의 생성으로 인해 산화 속도가 감소되어 산화 속도는 시간

에 따라 점차 낮아지며 포물선을 그리게 된다고 알려져 있

다 [13].

반면, SiC는 계면의 탄소 산화로 인해 CO gas가 생성

되고 SiO2층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SiO2가 알칼리 가스와 반응하면 SiO2 구조가 파괴되며 저

융점의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다. 실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화합물은 실험 온도인 1573 K에서 액상이 되어

흘러 내리며, 내화물 표면의 SiO2 피막 층이 사라지고 내

화물 표면이 알칼리 가스에 노출되어 연속적인 산화 반응

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실험과 분석장비를 통하여 확인하

였다. 따라서 알칼리 가스로 인한 침식이 일어날 경우

SiO2 피막에 의한 산화속도 감소 효과가 사라져 내화물의

산화 속도는 시간에 따라 포물선이 아닌 직선 관계를 가지

게 된다 [14,15].

두 내화물의 침식 속도가 차이 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시편 반응 표면적의 차이로 판단된다. 그림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SiC castable는 SiC brick에 비해서 탄소의 입

도가 매우 크며, 탄소 입자들은 산화되어 시편 표면에 수

많은 기공을 형성시키는 것을 SEM과 mapping 분석을 통

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공들은 SiC castable의 반응표면

적을 증가시키며, 산소 가스와의 대량 접촉으로 인해 산화

반응이 촉진되고 SiC castable의 침식이 SiC brick보다 빠

르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16]. 또한, 그림 12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Si3N4가 주성분인 SiC brick은 SiC castable

과 달리 알칼리 원소를 포함한 내부 침식층이 발견되지 않

았으며 침식 속도 차이의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따라서 Si3N4이 포함된 SiC brick는 SiC castable 보다

뛰어난 내식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산화성

분위기 및 알칼리 가스에 노출되는 조업 조건에서 보다 다

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iC

castable은 부정형 내화물로써 비교적 사용과 보수가 편리

하기 때문에 내화물 표면에 분사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알

칼리 침식에 대한 내침식성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

에 실조업에 사용될 때는 단일 내화재로써 사용은 위험하

며 많은 보완과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온에서 알칼리 가스에 의한 SiC 와

Si3N4의 침식 거동에 대해 연구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1) SiC와 Si3N4는 각각 다른 산화 메커니즘을 가진다.

SiC는 표면의 탄소가 산화되어 SiO2 피막이 형성되는 반

면에 Si3N4는 Si2N2O 피막이 형성되고 SiO2 피막이 형성

되는 과정을 거친다.

(2) SiO2 피막은 자체적인 내산화성을 가지고 있지만

SiO2 피막이 Na2O와 반응하면 저융점의 Na2O·SiO2 화합

물을 형성하며 최대 1065 K까지 융점이 하락한다.

(3) 산소가 충분한 실험 조건뿐만 아니라 불활성 분위기

에서도 알칼리 침식 반응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

Fig. 13. Comparison of the corrosion depth of the SiC castable and
the SiC brick under an inert gas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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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고로 내부의 CO, CO2 및 수증기 등이 SiC

계열 내화물의 산화제로써 작용하여 알칼리 침식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4) 실험, SEM 분석 및 Mapping 분석 결과 SiC

castable은 시편 내부에 탄소 산화로 인한 기공들과 알칼리

원소가 검출이 되었으며, 많은 침전물이 액상으로 흘러내

렸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SiC brick은 시편 내부에 기공

및 알칼리 원소가 검출이 되지 않았고, 침전물의 양도 SiC

castable에 비해 매우 적게 나타났다.

(5) 불활성 실험 조건 하에서 SiC castable의 경우

33.81 µm/hr, SiC brick은 1.03 µm/hr으로 약 30배 가까

운 침식 속도 차이가 나타났다. 그 이유는 내화물의 주성

분인 SiC와 Si3N4의 산화메커니즘과 반응 표면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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