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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스화기의 내벽은 내화물로 구성되어 있다. 내화물의 침식은 가스화기 내화물의 수명 및 교체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이다. 본 논문에서는 슬래그와의 반응에 의한 내화재의 미세구조의 변화를 침식화합물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산화철 농도의 함수로 조사하였다. 산화철 농도가 낮은 KIDECO 탄 슬래그에 산화철을 첨가하여 정적 침식실험

을 수행한 후 (Fe,Cr)3O4의 형성과 침투 슬래그에서의 Fe의 고갈 깊이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FactSage를 이용한 평형계산

을 통하여 chromite 형성조건을 조사하고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고정된 온도인 1550 ℃에서 약 10%의 산화철을 포함한 

KIDECO 슬래그에서는 (Fe,Cr)3O4의 형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산화철의 함량이 증가될수록 (Fe,Cr)3O4 형성이 관찰되었

으며, 경계면의 (Fe,Cr)3O4 층의 두께가 증가하였고, 산화철의 고갈 깊이도 증가하였다. 또한 산화철의 양이 많아질수록 

화학적 침식이 증가하면서 슬래그와 내화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슬래그-내화재 계의 평형계산은 슬래

그의 산화철 농도가 증가할수록 가스화기 조업온도에서 chromite 형성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또한 내화물이 슬래

그에 용해된 경우와 같이 Cr2O3가 낮은 농도로 존재할 때 chromite 형성이 가장 유리하였고, 산화철의 농도가 20% 이하에

서는 슬래그와 내화물이 같은 양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chromite 형성에 가장 불리하였다.

The inside wall of a coal gasifier is lined with refractory, and the corrosion of the refractory i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refractory lifetime and the replacement period.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microstructure of a chromia refractory 

due to chemical reactions with slag having varying amounts of Fe2O3. Slag samples were prepared by adding Fe2O3 to 

KIDECO slag, and static corrosio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at 1550 ℃. The layer of (Fe,Cr)3O4 formation and the 

depth of Fe depletion in the infiltrating slag were determined. In addition, FactSage equilibrium calculations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determine the conditions of formation, and to compare with the experimental observations. In the sample 

exposed to KIDECO slag, which has about 10 wt% Fe2O3, the formation of (Fe,Cr)3O4 was not observed. As the Fe2O3 

concentration in slag increased, (Fe,Cr)3O4 formation and Fe depletion depth increased. Increasing Fe2O3 concentration also 

made the slag/refractory interface indistinguishable. Equilibrium calculations predicted that higher Fe2O3 concentrations favor 

chromite formation at gasification temperatures. The chromite formation was most favorable when the amount of Cr2O3 was 

limited, as in the case of dissolved Cr2O3 in slag. When the concentration of Fe2O3 in slag was less than 20%, the formation 

of chromite was least favorable in the system with equal amounts of slag and refr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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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가스화 공정은 석탄뿐만 아니라 중질잔사유, petroleum coke, 폐기

물 등의 탄소를 함유하는 모든 물질에서 H2와 CO의 합성가스를 생성

하는 공정이다[1]. 가스화 반응기에 도입되는 석탄 등의 원료는 산소

와의 연소, 수증기와의 반응, CO2와 반응을 통하여 가스화 된다. 가스

화복합발전(IGCC) 및 화학공정에 널리 쓰이는 분류층 가스화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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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600 ℃의 고온, 20∼60 기압의 고압에서 작동되어 원료 유기

물질의 99% 이상이(recycle 포함) 합성 가스로 전환되는 반면, 무기물

의 대부분은 용융슬래그를 형성하여 내화물로 구성된 가스화기 내벽

을 타고 흘러 내려 가스화기 하부의 냉각 탱크에서 급냉되어 배출된

다. 내화물을 타고 흘러내리는 슬래그는 내화물의 침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침식에 의한 내화물 수명단축은 가스화 공정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2,3].

  슬래그와 내화물의 반응은 표면에서 뿐만 아니라, 내화재 내부로 

침투하는 침식에 의해 일어난다. 슬래그의 점도가 낮아질수록 내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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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s of Chromia Refractory and KIDECO Slag

Na2O MgO Al2O3 SiO2 K2O CaO Cr2O3 Fe2O3 ZrO2 TiO2 total

Chromia Refractory 1.0 0.4 24.6 8.3 0.03 1.8 52.7 0.7 9.4 1.000 100

KIDECO Slag 1.1 1.8 21.1 52.3 1.2 6.3 4.3 9.7 0.9 1.1 99.7

Slag + 5 g Fe2O3 0.9 1.5 18.1 44.8 1.0 5.4 3.7 22.6 0.7 0.9 99.8

Slag + 10 g Fe2O3 0.8 1.4 15.8 39.2 0.9 4.7 3.3 32.3 0.6 0.8 99.8

Slag + 15 g Fe2O3 0.7 1.2 14.1 34.9 0.8 4.2 2.9 39.8 0.6 0.7 99.8

로의 침투도가 높아지며 내화물 구조의 변형이 가속화 된다. 대표적

인 침식화합물은 슬래그의 FeO와 Cr2O3의 반응에 의한 (Fe,Cr)3O4이

다. (Fe,Cr)3O4는 chromite (Cr2FeO4)과 매우 유사한 x-선 회절 선을 갖

고 있으나, 슬래그와 내화물의 접촉면으로부터의 깊이에 따라 Cr/Fe

의 비가 달라진다[4-8]. 본 논문에서는 가스화 대상탄으로 검토된 

KIDECO탄의 슬래그를 이용하여 (Fe,Cr)3O4 형성 조건과 침투하는 슬

래그에서의 Fe 고갈 깊이를 산화철의 농도에 대한 함수로 살펴보았다. 

1550 ℃에서 4 h 동안 내화재와 슬래그를 접촉시킨 후, 슬래그의 성분 

분석을 통하여 슬래그의 침투도를 측정하고 SEM/EDX를 이용하여 

내화물의 침식정도, 용해성분, 미세구조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FactSage 평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슬래그, 슬래그/내화물의 경계, 

슬래그가 침투하는 내화물에서의 침식화합물을 예측하였다.

2. 실    험

  석탄 슬래그에 의한 내화물의 정적 침식실험 장치는 Figure 1과 같

다. 고온 전기로의 밑 부분은 승강기 형태로 제작되어 내화물로 제작된 

도가니를 산화알루미늄 지지대 위에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전기로 내

부에 가스주입구를 설치하여 환원분위기 조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가니 법에 의한 슬래그의 침식시험방법(KSL3130)

을 사용하였다[10]. 석탄 슬래그를 710 µm 이하로 분쇄하여 110 ± 5  

℃에서 무게 변화가 없을 때까지 건조하였다. 슬래그 30 g에 산화철

(Fe2O3)을 각각 5 g, 10 g, 15 g씩 추가하여 시료를 준비하였다. 열전

대 선단부가 내화벽돌 도가니의 오른쪽 시료 중앙부에서 10 mm 높이

의 위치에 오도록 설치한 후 대기분위기에서 실험온도까지 승온시킨

다. 등온조건에 도달한 후 N2 가스를 주입하면서 슬래그 시료를 1 h 

30 min 동안 서서히 주입하고, 주입시간을 포함하여 4 h 동안 온도를 

유지한 후 냉각시킨다. 냉각된 시료는 Figure 2와 같이 잘라, 남아있는 

슬래그의 높이에서 침투량을 구하고, SEM/EDX로 미세구조를 측정하

였다.

  KIDECO탄 슬래그는 수원의 고등기술연구원(IAE)의 3 ton/day pi-

lot급의 가스화기에서 배출된 슬래그를 사용하였다. IAE 가스화기는 

크롬계 내화재를 사용하고 있어 슬래그는 Cr2O3와 ZrO2와 같은 내화

물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11]. 실험에 사용된 크롬계 내화물의 성분과 

KIDECO 슬래그의 성분, 추가된 산화철을 포함한 시료의 성분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슬래그 침투도

  슬래그 침투도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1. High Temperature Furnace  2. Refractory Crucible

3. B-type thermocouple  4. Heating elements

5. Alumina support plate  6. Reducing gas inlet tube

7. Temperature controller  8. Elevator controller

9. Temperature indicator 10. Elevator

Figure 1. Refractory corrosion testing apparatus.

  침투 부피(%) = 

용융슬래그충진높이×도가니면적

용융슬래그충진높이잔여슬래그높이×도가니면적
×

  이 식의 용융슬래그 충진 높이는 다음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먼

저 내화물에 고체 슬래그를 press장치(CARVER corp.)를 이용하여 1

톤의 힘으로 충진하여 고체 높이를 구하였다. 결정구조에서 면심 입

방체와 육방 밀집 구조의 고체 분율이 74%, 체심 입방체의 고체 분율

이 68%임을 감안하여, 충진된 부피 중 슬래그 분율을 70%로 가정하

고 충진된 고체 높이의 70%를 용융슬래그의 충진 높이로 설정하였다.  

이 방법으로 KIDECO 슬래그 30 g의 이론상 충진 높이는 17.3 mm 

이었다. 이는 슬래그 밀도를 가정하여 계산된 충진 높이와 0.3 mm 차

이로 거의 일치하였다[9].

  1550 ℃에서 슬래그의 산화철 농도에 따른 침투도는 Table 2에 나

타내었다. 대체적으로 산화철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슬래그의 침투도

가 증가하였으나, 5 g의 산화철을 추가하였을 때는 침투도가 낮게 나

타났는데 내화물의 기공도의 차이 혹은 슬래그 충진 과정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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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rucible size (mm) and sample cutting direction.

기포에 의한 실험 오류로 판단되어 Table 2에서는 제외시켰다.

  슬래그의 침투도는 슬래그 점도의 함수이다. 가스화조건에서 산화

철은 FeO로 슬래그에 존재하며, FeO는 염기성으로 분류되어 점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산화철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슬래

그의 점도는 낮아지고, 침투도는 높아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3.2. 1550 ℃에서 Fe의 함량에 따른 (Fe,Cr)3O4 형성과 Fe 고갈 

두께

  Figure 3은 1550 ℃에서 KIDECO 슬래그에 노출된 내화물 샘플을 

슬래그에서 중력방향으로 이동하면서 SEM/EDX 분석을 수행한 mi-

crograph이다. Figure 3(a)는 슬래그 부분을 보여주는데 검은 배경(B영

역)은 유리상의 슬래그이며, 흰 부분(A영역)은 산화크롬(Cr2O3)으로 

나타났다. 정적실험에서 슬래그의 크롬성분은 내화물이 용해되어 결

정으로 나타났기보다는 IAE 가스화기에서 배출된 슬래그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igure 3(b)는 경계면 영역으로 많은 입자가 분

산되어 있는 슬래그와 내화물의 경계면이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

(a) Slag region (b) Slag/refractory interface (c) Refractory matrix, 0.6 mm from 

the interface

(d) Magnification of A in (c)

Figure 3. SEM micrographs of slag and refractory, exposed to KIDECO slag.

Table 2. Slag Penetrated into Refractory Matrix (volume%)

Amount of Fe2O3 Added to 30 g

KIDECO Slag
Slag penetrated (volume%)

0 g  8.6

10 g  9.0

15 g 20.5

었다. 이 경계면 근처의 입자들은 크기가 클수록 산화크롬(Cr2O3)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작은 입자에는 소량의 Al이 나타났다. 이들 크롬

입자는 내화물에서 용해된 Cr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Figure 

3(c)는 경계면에서 내화물 방향으로 0.6 mm 지점의 micrograph이며, 

이곳의 A영역(왼쪽 중간)을 확대한 것이 Figure 3(d)이다. Figure 3(d)

의 검은 배경(A영역)을 EDX분석한 결과 Si, Ca, Al을 포함하고 있어 

침투된 슬래그성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색의 결정(B영역과 C영

역)은 내화물성분인 Cr과 Al이 검출되었고, 외곽의 검은 부분(B영역)

은 Al을 포함하고 있어 슬래그에 의해 침식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현재까지 본 연구실에서 분석한 대부분의 시료와는 달리 

이 시료에서는 철과의 침식화합물인 (Fe,Cr)3O4이 슬래그 상에서 관찰

되지 않았으며, 내화물/슬래그 경계면에서 형성되는 (Fe,Cr)3O4 층도 

관찰되지 않았다.

  Figure 4는 1550 ℃에서 KIDECO 슬래그 30 g에 Fe2O3 5 g이 추가

된 슬래그에 노출된 내화물의 micrograph이다. 슬래그 부분을 보여주

는 Figure 4(a)의 검정배경 B는 슬래그 영역이며 흰 영역인 A는 Cr과 

Fe로 구성되어 있어 (Fe,Cr)3O4로 추정된다. 이 영역에서 (Fe,Cr)3O4의 

농도는 Figure 3(a)의 Cr2O3보다 높았다. Figure 4(b)는 경계면 사진으

로 검은색의 슬래그 부분과 잘게 깨진 흰 부분인 내화물 부분의 경계

면이 구분 가능하였다. Figure 4(b)의 A부분을 EDX로 분석한 결과 Cr

과 Fe가 주성분임을 확인하여 (Fe,Cr)3O4임을 추정하였다. Figure 4(a)

와 (b)의 (Fe,Cr)3O4에서 Cr대 Fe 피이크의 강도를 살펴보면 슬래그에

서는 Cr : Fe = 1 : 1.1로 Fe가 악간 높은 반면 경계면에서는 1 : 0.83

으로 Cr이 높았다. Figure 4(c)는 내화물 부분으로 A부분을 확대하여 

Figure 4(d)에 나타내었다. Figure 4(d)에서는 슬래그에 의해 깨진 내

화물 구조는 볼 수 있으나, 슬래그에서 Fe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중

력방향으로 0.1 mm 간격으로 침투된 슬래그 내의 Fe의 농도를 측정

하였는데, 슬래그의 Fe는 약 0.7 mm 지점까지 침식화합물을 생성하

면서 소실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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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lag region (b) Slag/refractory interface (c) Refractory matrix (d) Refractory matrix, 0.7 mm  from 

the interface

Figure 4. SEM micrographs of slag and refractory, exposed to KIDECO slag with 5 g of added Fe2O3.

(a) Slag/refractory interface (b) Area 1 in (a) (c) Area 2 in (a) (d) Refractory matrix, 1.5 mm from 

the interface

Figure 5. SEM micrographs of slag and refractory, exposed to KIDECO slag with added 10 g Fe2O3.

  Figure 5는 1550 ℃에서 Fe2O3 10 g이 추가된 KIDECO 슬래그에 

노출된 내화물의 micrograph이다. 이 시료의 슬래그 부분은 5 g이 추

가된 경우보다 많은 입자상을 포함하고 있었고, SEM/EDX로 측정된 

Cr : Fe 피이크의 비는 약 1 : 1.35로 5 g의 경우보다 Fe의 함량이 높

았다. Figure 5(a)는 경계면 부분으로 이곳의 두 부분을 500배 확대하

면 Figure 5(b)와 (c)와 같다. Figure 5(b)는 (Fe,Cr)3O4 층이 넓고 조밀

하게 분포된 것을 보여준다. 사각형으로 표시된 A영역의 Cr : Fe 피이

크의 비는 1 : 0.7 이었다. Figure 5(c)의 검정배경(A영역)은 Fe성분이 

포함된 슬래그 영역이며 B로 표시된 입자상은 (Fe,Cr)3O4이었는데, 이 

입자상에서 Cr : Fe 피이크의 비는 약 1 : 0.3으로 (b)의 (Fe,Cr)3O4층

보다 낮은 농도의 Fe를 갖고 있었다. Figure 5(d)는 경계면으로부터 

1.5 mm 지점으로 슬래그에서 Fe가 관찰되고 그 이후에는 Fe가 검출

되지 않아 Fe의 침투깊이는 경계면으로부터 1.5 mm 지점임을 확인하

였다. 이곳의 내화물에서는 Cr성분만 관찰되어 Fe와 반응하지 않은 

내화물 성분임을 알 수 있었고, 회색입자의 가장자리의 검정 끝부분

(B영역)은 슬래그 성분과 Fe성분이 관찰되어 Fe가 소실되기 전 내화

물과 부분적으로 반응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Figure 6은 1550 ℃에서 Fe2O3 15 g이 추가된 슬래그에 의해 침식

된 내화물 micrograph이다. 이 시료는 다른 시료와는 달리 냉각 후 심

하게 균열되어 있었다. Figure 6(a)는 경계면에서 슬래그 방향으로 1.8 

mm지점의 micrograph로 슬래그 상에(검정색 배경, B부분) 많은 

(Fe,Cr)3O4 입자를 관찰할 수 있었다. A로 표시된 입자의 경우 

SEM/EDX에 의한 Cr:Fe 피이크의 비를 살펴보면 약 1 : 3.4로 Fe의 

함량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Figure 6(b)는 경계면 부분으로 

추정되는데, 슬래그와 경계면을 뚜렷이 구분할 수 없었고, 슬래그에 

Fe2O3의 성분이 많을수록 경계가 모호하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계면 영역에서 검정색 부분(A부분)은 슬래그 상이며 흰 영역(B부

분)은 (Fe,Cr)3O4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Fe의 피이크가 Cr보다 높았

다. Figure 6(c)는 경계면에서 4.5 mm 지점으로 EDX분석결과 회색영

역(A부분)에서 내화물성분인 Cr이 검출되었으며, Fe가 검출되지 않아 

모두 소진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5 g이 포함된 KIDECO 슬래그

에서는 경계면으로부터 4.5 mm까지 Fe가 침투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고정된 온도인 1550 ℃에서 슬래그의 Fe 소실 깊이는 KIDECO 

slag 30 g에 Fe2O3 5 g를 추가하였을 때 0.7 mm, 10 g을 추가하였을 

때 1.5 mm, 15 g을 추가하였을 때 4.5 mm로 나타나 슬래그의 산화철 

함량이 높을수록 소실 깊이가 증가하여 더 많은 양의 내화물이 슬래

그의 FeO와 반응함을 보여준다. 또한 산화철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Fe,Cr)3O4 층의 두께가 증가함을 정성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형성

된 (Fe,Cr)3O4에서의 Cr : Fe의 비도 Fe2O3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아

졌으며, 같은 시료에서는 슬래그상의 (Fe,Cr)3O4가 가장 높은 Fe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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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lag region (b) Slag/refractory interface (c) Refractory matrix, 4.5 mm from the interface

Figure 6. SEM micrographs of slag and refractory, exposed to KIDECO slag with added 15 g Fe2O3.

을 보여주었고, 내화물 내부로 갈수록 Fe의 상대적인 함량이 감소함

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침식화합물인 (Fe,Cr)3O4의 형성은 슬래그의 

산화철 농도의 함수일 뿐만 아니라 슬래그와 내화재의 상대적인 양의 

함수임을 알 수 있었다.

4. FactSage에 의한 chromite 형성조건의 예측

  KIDECO 슬래그의 FeO와 내화물의 Cr2O3의 반응에 의한 (Fe,Cr)3O4

의 형성 조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내화물/슬래그 계의 평형계산을 가

능하게 하는 FactSage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12]. FactSage는 슬래그 

계 평형계산에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이다. 내화물/슬래그 계의 

평형계산에서는 내화물과 슬래그의 성분과 상대적인 양, 가스분위기, 

그리고 온도가 입력 변수이다. 실험에 사용된 시료를 슬래그 영역, 슬

래그/내화물 경계면, 그리고, 슬래그가 침투하는 내화물 영역의 세 가

지 경우로 나누어 계산을 수행하였다. 가스분위기는 실험과 동일한 

질소가스 분위기로 설정하였고, 내화물을 포함하는 슬래그상은 내화

물 : KIDECO 슬래그 비를 5 : 95로, 내화물과 슬래그의 경계면은 각

각의 비를 50 : 50으로, 그리고 슬래그가 내화물에 침투하는 경우는 

내화물 : KIDECO 슬래그 비를  95 : 5로 가정하였고, 온도를 변화시

키면서 FeCr2O4 (chromite or iron chromite) 형성온도를 구하였다.

  Figure 7은 FactSage 계산결과 중 chromite의 분율을 전체 Fe의 

mole 분포로 나타내었다. 본 논문의 실험조건에서 chromite의 형성여

부를 판단하기 쉽도록 1550 ℃ 선을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Fe2O3을 

첨가하지 않은 KIDECO slag의 경우 내화물이 슬래그에 용해된 경우

는 1417 ℃ 이하의 온도에서, 경계면에서는 1404 ℃ 이하에서, 슬래그

가 내화물에 침투한 경우는 1507 ℃ 이하에서 chromite 형성이 예측

되었다. 따라서 1550 ℃에서 Fe2O3가 추가되지 않는 KIDECO slag에 

의한 침식에서는 세 경우 모두 chromite형성이 예측되지 않는데, 이는 

실험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실험 조건에서 (Fe,Cr)3O4의 

형성은 화학평형에 의해 예측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g의 Fe2O3를 추가하였을 때는 슬래그 상에서는 1719 ℃ 이하의 

온도에서, 내화물과 슬래그의 경계면에서는 1529 ℃ 이하에서 그리

고, 슬래그가 내화물에 침투하였을 때는 1567 ℃ 이하에서 chromite가 

형성되는 것이 예측되었다. 따라서 5 g 산화철이 추가되었을 때 세 경

우 모두 산화철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온도까지 chromite 

Table 3. Chromite Formation Temperature Predicted by FactSage

Sample

Chromite Formation Temperature

Refractory

in Slag

Slag/Refractory

Interface

Slag Infiltrating

into Refractory

KIDECO Slag ≤ 1417 ℃ ≤ 1404 ℃ ≤ 1507 ℃

Slag with 5 g

added Fe2O3

≤ 1780 ℃ ≤ 1529 ℃ ≤ 1567 ℃

Slag with 10 g

added Fe2O3

≤ 1800 ℃ + ≤ 1666 ℃ ≤ 1580 ℃

Slag with 15 g

added Fe2O3

≤ 1800 ℃ + ≤ 1792 ℃ ≤ 1586 ℃

형성이 예측되었다. 특히, 슬래그 상에서 Fe2O3 농도의 증가는 chro-

mite 형성 가능 온도를 큰 폭으로 증가시킴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550 ℃의 실험 조건에서 경계면에서 chromite 형성은 예측되지 않으

나,  슬래그가 침투하는 내화물 내부에서는 chromite 형성이 예측되어, 

chromite의 형성은 슬래그와 내화물의 상대적인 양에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10 g의 Fe2O3가 30 g의 슬래그에 추가되었을 때는 슬래그에서는 

1800 ℃ 이상의 온도까지 chromite의 형성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었

고, 내화물과 슬래그의 경계면은 1666 ℃ 이하의 온도에서, 내화물에 

침투한 슬래그는 1580 ℃ 이하에서 chromite 형성이 예측되어 실험온

도인 1550 ℃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chromite의 형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 g을 추가한 경우와는 달리, 경계면에서의 chromite 

형성온도가 내화물에서 침투한 슬래그의 chromite 형성온도보다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Fe2O3 15 g을 추가한 KIDECO slag와 내화물 계에서는 슬래그 상과 

경계면 조건에서는 1700 ℃ 이상의 온도까지 chromite를 형성이 예측

되었으며, 슬래그가 내화물에 침투하였을 때 1586 ℃ 이하의 온도에

서 chromite가 형성되는 것이 예측되었다. 이 경우에도 1550 ℃의 실

험조건에서 내화물에 침투한 슬래그에 비하여 경계면에서 chromite 

형성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7의 Chromite의 결정이 안정된 상으로 예측되는 온도를 정

리하면 Table 3과 같다. 산화철의 함량이 높을수록 Chromite의 형성이 

가능한 온도가 높아지며, 따라서 슬래그의 산화철의 농도가 증가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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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Fe as Chromite as a function of the relative amount of slag 

to refractory, and Fe2O3 concentration in slag: (a) refractory dissolved 

in slag (refractory : slag = 5 : 95); (b) refractory/Slag Interface 

(refractory : slag = 50 : 50); and (c) slag infiltrating into refractory 

(refractory : slag = 95 : 5).

록 가스화기 조업온도에서 chromite 형성 가능성은 높아짐을 알 수 있

다. 특히 내화재가 슬래그에 녹아 있는 경우 chromite 형성 온도는 산

화철 농도에 매우 민감하여 농도가 증가할수록 온도 영역도 큰 폭으

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내화물에 침투한 슬래그

의 chromite 형성온도의 증가 폭은 작았다. 또한 슬래그의 산화철 농

도가 22% 이하인 경우, 경계면에서의 chromite 형성 가능한 온도가 

슬래그와 내화재 부분보다 낮게 나타나 경계면에서의 chromite 형성

이 가장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슬래그에 노출된 크롬계 내화물에서 (Fe,Cr)3O4의 형성은 슬래그의 

산화철 농도의 함수이다. 낮은 농도에서는 (Fe,Cr)3O4의 형성이 관찰

되지 않았으며, FactSage를 이용한 평형계산에서도 chromite의 형성은 

예측되지 않았다. 산화철의 농도가 높을수록 (Fe,Cr)3O4의 형성은 유

리해져 슬래그 상에서는 Fe 함량이 높은 (Fe,Cr)3O4가 형성되었으며, 

크롬계 내화재로 침투하는 석탄 슬래그는 슬래그 내의 철 성분이 고

갈될 때까지 (Fe,Cr)3O4를 형성하였다. 또한, 슬래그에 Fe2O3의 함량이 

증가될수록 화학적 침식이 증가하면서 슬래그 내화물 경계가 모호해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FactSage를 이용한 평형계산을 통하여 chro-

mite 형성은 슬래그의 산화철 농도뿐만 아니라 슬래그와 내화물의 상

대적인 양에 민감함을 확인하였다. 1550 ℃의 온도에는 내화물이 슬

래그에 용해된 경우와 같이 Cr이 낮은 농도로 존재할 때 chromite 형

성이 가장 유리하였고, 슬래그의 산화철의 농도가 약 20% 이하에서는 

슬래그와 내화물이 같은 양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chromite 형성 온도를 보여주었다. FactSage 평형계산 결과는 실험 결

과와 일치하여 FactSage 평형계산이 침식화합물 예측도구로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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