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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fabrication of iron powder from forging scales using hydrogen gas has been conducted

on the effect of hydrogen partial pressure, temperature, and reactive time. The mechanism for the reduction of iron

oxides was proposed with various steps, and it was found that reduction pattern might be different depending on tem-

perature. The iron content in the scale and reduction ratio of oxygen were both increased with increasing reactive time

at 0.1atm of hydrogen partial pressure. On the other hand, for over 30 minutes at 0.5 atm of hydrogen partial pressure,

the values were found to be almost same. In the long run, iron metallic powder was obtained with over 90% of iron

content and an average size of its powder was observed to be about 1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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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단조(Forge)는 금형과 단조기계로 금속재료에 압축하중

을 가하여 성형하는 가공법으로 가장 오래된 금속 가공

공정의 하나이다. 단조작업을 통하여 금속 재료의 유동과

입자 구조가 조절 될 수 있어, 단조품은 우수한 강도와 인

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항공기의 착륙용 기어나 제트엔진

의 부품, 터어빈의 축, 기어, 기계 공구등 다양한 산업분야

에 활용이 적용이 되고 있다. 단조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상온에서 작업을 하는 냉간 단조(cold

forging)와 고온상태에서 작업하는 열간 단조(hot forging)

가 있다. 열간단조의 특징은 1200oC~1250oC의 고온에서

강을 가열해 변형저항을 적게하여 작은 힘으로 큰 변형을

주어 조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인데, 이 공정

중 모재의 표면이 산화되어 산화스케일이 형성이 된다. 형

성된 산화스케일은 단조용 프레스에 의해 스케일이 모재

에서 분리가 되고,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저가의 산화철

스크랩으로 처리가 되어진다. 현재까지 단조 공정에서 발

생이 된 단조 산화스케일을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국내

외적으로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로 분류가 된 단조스케일을 환원제인 수소가스를 사용하

여 철계분말로 제조하고자 한다.

산화철을 Fe로 환원하기 위한 열역학적, 속도론적 거동

연구가 여러 산업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오고

있다[1-9]. Sohn 연구팀은 제철분야에서는 산화광(Fe2O3)

으로부터 수소를 사용하여 DRI(Direct Reduced Iron)를 제

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 산화철의 환원에 관한

열역학적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혼합가스(H2+H2O)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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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하면서 산화철의 환원실험을 실시하였다[2, 3]. 또한

산화철의 환원속도를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환원가스들

(H2, CO, CO2)를 이용한 연구도 계속되어 오고 있다[4-7].

Lin 연구팀은 TPR(Temperature-programmed reduction) 방

법을 이용하여 수소가스에 의한 산화철의 환원거동에 관

한 mechanism을 규명한 연구를 진행하였다[8]. 산화철을

다양한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철로 환원하는 연구는 많은

연구그룹에서 진행이 되어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제철

공정 중 직접환원법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단

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산화스케일을 재사용하여 철계분말

을 제조하는 연구는 시도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열간단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단조 산

화스케일을 회수 한 후 분쇄과정을 거친 미세분말을 수소

가스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철계분말을 제조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조건으로 반응온도, 환원시간, 수소분압

의 조건을 달리하면서 철의 환원 속도와 수소에 의한 환

원 mechanism을 규명하였다. 또한 제조된 철계분말의 형

상, 이미지 및 조성을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와

EDX(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ry)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XRD(X-ray Diffraction)와 XRF(X-ray Fluore-

scence)을 이용하여 제조분말의 상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이 론

산화철은 FeO, Fe2O3, Fe3O4의 세 종류의 산화물로 구

성이 되며, 산소의 농도에 따라 Fe2O3가 가장 먼저 형성이

되고, Fe3O4와 FeO 순서로 산화층이 형성이 된다. 수소가

스에 의한 철산화물들의 환원반응은 고체-기체 반응으로

산소농도와 온도에 따라 다양한 프로세스의 환원공정이

가능하다. Fig. 1은 산소농도와 온도에 따른 철 산화물들

의 평형상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570oC이상의 온도에서의

환원반응은 hematite(Fe2O3)가 magnetite(Fe3O4)로 우선 상

이 변하며, 산소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wüstite(Fe1-yO)로

상이 변한 후 metallic iron(Fe)로 환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다. 570oC이하의 온도에서의 반응은 magnetite(Fe3O4)에

서 metallic iron(Fe) 직접 환원이 가능하며 그 이유는

570oC이하의 온도에서는 wüstite(Fe1-yO)가 열역학적으로

안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온도와 산소 농도에 따라 수소가스에 의한 철산화물의

다양한 환원반응 가능하며, 개별 공정별로 가능한 반응식

과 깁스자유에너지를 열역학 프로그램(HSC Chemistry5.1)

을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최종적으로

metallic iron(Fe)이 되는 반응으로 hematite(Fe2O3)에서 바

로 metallic iron(Fe)와 water vapor(H2O)가 되는 1단계 반

응에서, hematite(Fe2O3)에서 magnetite(Fe3O4)를 거쳐 metallic

iron(Fe)으로 환원이 되는 2단계 반응이 가능하다. 3단계

반응은 hematite(Fe2O3)에서 wüstite(Fe1-yO)가 되는 1차 반

응 후 wüstite(Fe1-yO)에서 magnetite(Fe3O4)와 metallic iron

(Fe)으로 환원이 되며, 잔류한 magnetite(Fe3O4)는 수소가스

에 의해 metallic iron(Fe)으로 환원이 된다. 다단계 환원반응

에서는 hematite(Fe2O3)에서 magnetite(Fe3O4), wüstite(Fe1-yO)

순으로 환원 후 wüstite(Fe1-yO)에서 metallic iron(Fe)와

magnetite(Fe3O4)가 생성이 된다. 잔류한 magnetite (Fe3O4)

의 경우 수소가스에 의해 재 환원이 이루어지는데 이후부

터는 순환적으로 연속 반응이 일어난다.

● One-step stage [Fe2O3→ Fe]

 Fe2O3 + 3H2(g)→ 2Fe + 3H2O(g) ∆G600C = -1.96kcal

● Two-step stage [Fe2O3→ Fe3O4 → Fe]

 Fe2O3 + H2(g)→ 2Fe3O4 + H2O(g) ∆G700C = - 23.30kcal

 2Fe3O4 + H2(g)→ 3Fe + 4H2O(g) ∆G1100C = -1.54kcal

● Three-step stage [Fe2O3→ FeO→ Fe]

 Fe2O3 + H2(g)→ 2FeO + H2O(g) ∆G600C = -5.62kcal

 4FeO→ Fe3O4 + Fe ∆G600C = -0.21kcal

 2Fe3O4 + H2(g)→ 3Fe + 4H2O(g) ∆G1100C = -1.54kcal

● Multiple-step stage [Fe2O3→ Fe3O4→ FeO→ Fe]

 Fe2O3 + H2(g)→ 2Fe3O4 + H2O(g) ∆G700C = -23.30kcal

 2Fe3O4 + H2(g)→ 3FeO + H2O(g) ∆G800C = -0.16kcal

 4FeO→ Fe3O4 + Fe ∆G600C = -0.12kcal

3. 실험방법

단조공정 중 대기에서 열처리 과정을 거친 모재는 표면

이 산화되어 산화층을 형성하는데, 지속적인 프레스 가압

에 의해 모재의 표면에서 산화스케일이 떨어져 나온다. 이

스케일들을 수거하여 텅스텐카바이드(WC)볼을 사용한 볼Fig. 1. Iron-oxygen phas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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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링(Ball-milling)기로 1시간 동안 분쇄하여 미립의 산화

분말로 제조 하였다. 준비된 시료분말을 EDX(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와 XRD(X-ray Diffraction)

로 분석하여 그림 2에 나타내었다. XRD 분석 결과 단조

스케일은 FeO, Fe2O3, Fe3O4의 3상의 복합산화물로 이루

어져 있으며, EDX 분석 결과 철과 산소함량이 각각 68.38

wt.%와 27.70 wt.%으로 전체 성분대비 대략 96%를 차지

하고 있으며, 나머지 불순물들(Si, Cr, Mn, Al, etc.)이 대

략 4 wt.%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철계 분말 제조를 위한 실험은 단조공정 중에 발생이 되

는 산화스케일을 수거 한 후 볼밀링기로 1시간 동안 분쇄

를 실시 하였다. 분쇄된 미립의 산화스케일은 분급 과정을

거쳐 분말야금 공정에 적합한 사이즈인 100 µm내외의 입

자사이즈로 분류 하였다. 그림 3은 산화스케일분말을 철

계분말로 환원하는 실험장치 계략도를 나타낸 것으로, 수

소환원 실험에 수평튜브관상로(고려전기로개발, Model

No. KF-TB-805)를 사용하였다. 분류된 산화스케일 입자들

을 알루미나보트(G)에 5 mm의 두께로 일정하게 펼쳐 장

입을 하고 알루미나 튜브(B)의 중앙에 위치를 시킨다. 수

소와 아르곤 가스의 함량은 가스유량계(I)로 조절하였으며,

혼합가스는 반응로에 주입되기 전 건조용 칼슘황산염

(CaSO4)을 통과시켜 혼합가스 내의 수분을 완전 제거하였

다. 철계 분말제조를 위해 수소와 아르곤의 혼합가스비로

수소분압(0.1, 0.5, 1 atm) 및 반응온도(700, 900, 1200oC)

를 달리하면서 환원실험을 진행하였다. 승온시(5oC/min)에

는 UHP급 아르곤 가스만을 주입하여 샘플의 표면 산화를

최소화하였으며, 반응온도에 도달 후 반응의 시작과 동시

에 혼합가스를 주입하여 시간 별로 환원실험을 실시하였

다. 반응 종료 후 불황성 가스를 주입하면서 공냉(5oC/

min)을 실시하였으며, 실온에 도달 후 샘플을 채취하여 분

석장비들(XRD, EDX, SEM)을 이용하여 산화스케일의 화

학 성분과 환원 분말의 형상 및 입도를 조사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실험은 3상으로 구성된 복합철산화물을 수소가스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가스분압, 반응온도 및 시간의 조건에

따른 환원 효과를 조사하였다. 혼합가스는 수소의 부분압

을 각각 0.1, 0.5, 1로 달리하였으며, 반응온도는 700, 900,

1200oC으로 각각의 가스 분압 및 온도에 따른 환원율을

알아보았다. 그림 4는 각각의 수소 분압 및 온도 영향에

따른 단조스케일내의 철 함량 변화를 나타내었다. 수소분

압이 0.1인 경우 각 온도별로 반응 시간이 증가할 수록 산

화스케일내의 철 함량이 증가함을 보여 주고 있는데, 초기

반응시간이 10분인 경우 70~75% 정도 원시료 철함량

(68.38%)보다 약간 증가한 후, 반응 시간이 100분이 경과

하였을 때 철 함량이 85~90%로 증가하였다. 수소분압이

0.5인 경우는 반응시간이 10분이 경과 하였을 때 철 함량

이 80~85% 증가하다가 30분 이후부터는 모든 온도범위에

걸쳐 스케일내의 철함량이 대략 90%정도 일정하게 나타

났다. 수소분압이 1인 경우는 수소에 의한 산화철의 환원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10분 이전에 환원반응이 거

의 완료가 되었으며, 스케일내의 철 함량이 대략 90%정도

를 모든 온도범위에 걸쳐 일정하게 나타났다. 그림 4의

(d)는 30분간 환원반응을 실시하였을 때 수소분압에 따른

스케일내의 철 함량 변화를 나타내었는데 수소분압이 0.1

의 경우는 모든 온도 범위에서 철 함량이 대략 80%정도

차지하였는데 분압이 0.5 이상의 경우는 수소함량의 증가

에 상관없이 철 함량이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즉 산화

스케일로부터 철을 환원할 경우 수소 분압을 0.5이상 유

지할 경우 온도 구간에 상관없이 환원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수소분압 및 온도에 따른 산소의 환원율을 계

산하여 나타내었다. 수소 분압이 0.1의 경우 전 온도 구간

에 걸쳐 반응시간이 증가할수록 환원율도 증가하는 현상

Fig. 2. Chemical composition and phase of forging scale.

Fig. 3. A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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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 특히 초기 10분의 환원율과 비교했을 때 반응

시간이 100분이 되었을 때 환원율이 4배 가량 증가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수소 분압이 0.5의 경우 반응시간이 30분

이후부터는 환원율이 대략 80%정도까지 증가하였으며,

그 이상의 반응시간에서는 거의 유사한 환원율을 나타내

었다. 반응가스로 수소만을 사용하였을 때, 초기 10분이

경과하였을 때 모든 온도구간에서 환원율이 대략 80%정

도를 보였으며, 반응시간이 경과 한 후에도 환원율의 증가

없이 거의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즉 수소분압이 0.5

와 1의 경우 반응시간이 30분 이후부터는 환원율의 변화

가 없었다, 이는 주어진 환원조건하에서 산화스케일내의

철산화물이 철로 환원의 거의 다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다. 최대 환원율이 80%정도인 이유는 불순물인 Si, Cr,

Mn, Al이 여전히 스케일내에 산화물 상태로 존재하기 때

문이다. 이는 열역학적으로 철의 환원조건에서는 불순물

들이 환원되지 않는데, 아래 반응식들은 단조스케일내의

산화불순물들이 1200oC에서 수소가스에 의해 환원이 되

지 않고 여전히 스케일내에 산화불순물로 존재함을 보여

주고 있다.

SiO2 + 2H2(g) = Si + 2H2O(g) ∆G1200C = 75.72 kcal

Cr2O3 + 3H2(g) = 2Cr + 3H2O(g) ∆G1200C = 60.88 kcal

MnO + H2(g) = Mn + H2O(g) ∆G1200C = 26.19 kcal

Al2O3 + 3H2(g) = 2Al + 3H2O(g) ∆G1200C = 168.78 kcal

그림 6는 열역학 프로그램인 HSC Chemistry 5.1을 사용

하여 1200oC에서 산소 및 수소분압에 따라 나타나는 상들

의 평형상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점선과 점은 환원 실험

Fig. 4. Fe content in oxide scales as a function of hydrogen partial pressure.

Fig. 5. Reduction ratio of oxygen in oxide scale on the effect

of hydrogen partial pressure an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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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중 수소분압을 표시한 것으로 4종류(Fe, Fe1-XO,

Fe3O4, Fe(OH)3)의 산화철 상들이 안정상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평형상태도를 통해 수소분압에 따라 산화철의 환

원율이 다른 이유가 예측이 가능하며, 수소분압이 1인 경

우가 수소분압이 0.1의 경우보다 산화철이 철로 환원반응

이 더 잘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 할 수 있다. 수소가스에

의한 고체-기체 환원반응을 평형반응으로 가정하였을 때,

수소분압이 1인 경우는 이론적으로 산소분압이 거의 0에

가까우므로 평형반응시 산소분압이 가장 낮은 아래 아래

에 위치한 Fe상이 안정한 상인 반면, 수소 분압이 0.1인

경우 완전평형상태에 도달한다는 가정하에서는 Fe3O4만이

존재하지만, 환원과정에서는 Fe3O4, Fe1-XO, Fe의 3상이

동시에 존재가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환원반응이 덜 일

어남을 알 수 있다. 

그림 7인 1200oC에서 50분간 수소환원 반응을 실시한

후 샘플 분말을 채취하여 화학성분 분석 및 분말의 형상

과 입도를 조사하여 나타내었다. 반응 후 얻어진 분말의

형상은 불규칙적인 판상 및 구 형상을 보이며, 평균 입도

가 대략 100 µm내외인 분말을 얻을 수 있었다. 분말 입자

의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분말의 표면에 미세한

pore들이 관찰이 되는데, 이는 수소에 의한 환원반응에 의

해 산화철 분말에서 산소가 빠져나간 후 기공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상 분석 결과 Fe의 주 peak들과 미세

한 Fe3O4 peak이 관찰 되었는데, 이는 환원되지 않은 미량

의 산화철이 일부 존재하는 함을 알 수 있다. 산화스케일

중의 철의 함량도 초기 단조스케일에 함유된 철의 함량인

68.38 wt.%에서 90.78 wt.%로 증가하였으며, 산소 함량도

27.70 wt.%에서 5.26 wt.%로 낮아진 수치를 보인다. 향후

철계분말의 순도 향상을 위해서는 스케일 내의 불순물들

인 Si, Cr, Mn, Al 등을 제거하는 연구가 병행하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단조공정 중에 발생하는 산화스케일로부

터 철계분말을 제조하는 공정에 있어 수소분압(0.1, 0.5, 1

atm), 반응온도(700, 900, 1200oC) 및 반응시간에 따라 산

화스케일의 환원 정도를 조사하는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

Fig. 6. Fe-O-H phase stability diagram at 1200oC.

Fig. 7. Particle size and phase after hydrogen reduction at 1200oC for 50 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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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응온도 및 수소분압에 따라 다양한 단계의 환원반응

이 가능함을 열역학적 관점에서 조사하였으며, 수소분압

이 0.1 atm에서 1 atm 증가할수록 환원반응(환원율: 80%)

이 상대적으로 더 잘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수소환원 반

응을 1200oC에서 50분간 실시 한 결과, 철 함량이 대략

91%이며 평균 분말 사이즈가 100 µm내외의 환원철분말

을 제조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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