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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기로 공정은 스크랩을 재활용하여 주원료로 사용하고 아크에 의해 용해하며, 전력을 주 에너지로 사용한다. 슬래그 포밍은 전

력에너지 저감에 중요한 요소 기술이다. 투입되는 가탄재(분탄)와 슬래그 중 FeO와의 반응과 용강 중의 카본과 투입되는 산소와의

반응에 의해 CO가스가 발생된다. 이러한 반응에 의해 발생된 CO가스는 슬래그에 포집되어 슬래그 포밍 현상이 일어난다. 전기로

제강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가탄재는 가공분탄(무연탄)과 cokes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기로 제강 공정에 사용되는 가탄재에

따른 슬래그 포밍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가공분탄 보다는 cokes에 의해 슬래그 포밍 높이가 증가 되었으며, 입도 500 µm

이하의 입자 함량이 증가할수록 포밍높이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업에 적용한 결과, 슬래그 포

밍높이 증가와 가탄재 원단위 저감, 전력에너지 저감의 효과를 얻었다. 

주제어 : 전기로, 가탄재, 슬래그 포밍, 입도

Abstract

During steelmaking in EAF, recycled scraps is used as a main material, melted by arc, and electricity use as a main energy.

Slag foaming is an important technology for reducing electrical energy. CO gas generated by the reaction between injection car-

bon and (FeO), [C] and injection {O2}. CO gas generated by this reaction is collected in slag, resulted in slag foaming. In general,

the carbon materials used in the EAF process is anthracite and cok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carbon materials

used on slag foaming in the steelmaking proces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lag foaming height is increased by cokes rather

than anthracite, and with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particles samller than 500µm. Based on these results, the application to

the operation resulted in increase of slag forming height, reduction of injection carbon, and reduction of electrical energy.

Key words : EAF, Injection carbon, Slag foaming, Particle Size

1. 서 론

철강산업에서 CO2 저감은 지구온난화와 같은 지속적

인 환경문제 해결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당면 과제이

다. 화석에너지 대신 전력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전기

로는 고로에 비해 CO2 발생량이 1/3 수준으로 낮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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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 전기로 제강에서 CO2는 카본 투입에 의해 직접

적으로 발생하고, 전력 사용에 의해 간접적으로 발생한

다. 전력에너지는 화력발전에 의해서도 생산되기 때문

에 CO2 발생으로 환산될 수 있다. 

전기로 제강은 스크랩을 재활용하여 주원료로 사용하

여 아크에 의해 용해하며, 주 사용에너지는 전력으로 전

체에너지의 60% 이상을 차지한다2). 슬래그 포밍에 대

한 연구는 슬래그 포밍에 의한 아크의 투입효율 증대로

전력에너지 저감, 생산성 향상에 대한 효과 때문에 국

내외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 전로 공정에 제지

산업 폐기물을 슬래그 포밍진정제로 활용하는 연구가

있었으며3), 전기로 공정에서 소음, 진동센서를 활용하

여 생산성을 향상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4,5). 

슬래그 포밍 조업은 슬래그 보호(Submerged) Arc

조업을 통해 Open Arc시의 열손실을 방지하고 단열과

전열을 향상시켜 투입전력의 전열효율을 향상시키는 기

술이다. 전기로 제강에서 스크랩 용해와 승온은 전기

Arc에 의해 이루어지며, 통상 Open Arc 조업시 대류,

복사 등에 의해 약 73%만이 전열되고 나머지는 열

Loss 발생한다.

슬래그 포밍의 핵심요소기술은 슬래그 조성 최적화,

슬래그 포밍 수명 향상, 포밍 기능 극대화 기술 등 이

다. 현재 국내 D社는 전기로 공정에서 용락 후 슬래그

포밍 조업을 하고 있으나, 조업자들의 육안관찰에 의한

포밍제어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량화되고 체계화된 슬

래그 포밍 조업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슬래그 포

밍을 극대화하기 위한 슬래그 내 고체 분산상(미연소

cokes 등) 이용 기법, 슬래그 중 FeO 및 슬래그 염기

도 제어기술 등 기술 개발을 통해 Arc 전열효율 향상

과 함께 용해시간을 단축시켜 전력에너지를 절감해 나

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기로 조업에서 사용되는 슬래그 중 FeO

의 함량, 가탄재의 종류와 입도에 따른 슬래그 포밍높

이 변화를 수직관상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보다

높은 슬래그 포밍을 보이는 가탄재를 실제 조업현장에

적용 테스트하여 효과를 조사하였다.

2. 실험방법

실험적인 규모에서의 슬래그 foam의 안정화에 미치

는 영향인자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Ito & Fruehan6),

Jiang & Fruehan7)이 사용했던 전기특성을 이용한 장치

가 있다.

슬래그 포밍 높이 변화에 대한 실험은 Fig. 1에 나

타낸 것과 같이 수직 관상로(유도 용해)를 사용하여 실

시하였다. 실험온도는 1550 oC이며 반응기 내 Ar분위기

를 유지하였다. 용강과 슬래그 계면에서 슬래그 포밍반

응에 의한 포밍높이 변화를 조사하는데, 슬래그 및 Fe

융점 차이에 따라 초기 조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빠른 승온속도

(200 oC/min.)를 가하였으며 1550 oC 도달 시점을 시작

시간으로 통일하였다. 포밍높이는 알루미나 관으로 보

호된 Mo 전극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포밍 높이(Δh)

는 기체 발생 없는 경우와의 차이로 나타내었다. 슬래

그는 시약급으로 배합하여 제조한 합성슬래그 또는 현

장 슬래그를 사용하였다. 용융 Metal은 전해철 100g에

카본을 혼합하여 0.1 wt% 카본 함량이 되도록 제조하

였다.

현장 적용 테스트에서 겉보기 슬래그 포밍 높이 변화

는 전기로 벽에 진동센서를 부착하여 슬래그 포밍이 증

가하면 아크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이 감쇄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검증은 전기로 작업구

측에서 슬래그 영상 촬영에 의해 상호 비교함에 의해

실시하였다. 

슬래그의 성분분석은 X-선 형광분석기(XRF, S8-

Tiger, Bruker)로 분석하였다. 가탄재의 성분분석은 무게

감량법을 사용하였다. 가탄재의 입도 분포는 진동에 의

한 체가름법으로 하였으며, 표준체를 사용하였다. 

Fig. 1. Experimental apparatus used for measurement of slag

foaming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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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3.1. 가탄재 종류별 슬래그 포밍 높이 변화 실험

3.1.1. 슬래그 중 FeO의 함량에 따른 슬래그 포밍

높이 변화

일반강 제조시 전기로 슬래그의 염기도(CaO/SiO2)는

일반적으로 0.6 ~ 2.0 정도에 해당된다8). 슬래그의 점도

는 일정한 염기도에서 (FeO)의 함량에 의해 크게 좌우

된다. 따라서 전기로 슬래그 중 FeO의 함량에 따른 슬

래그 포밍높이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CaO-SiO2-FeO-

Al2O3-MgO-MnO계의 합성슬래그를 제조하였다. 슬래그

염기도를 1.0, 1.5로 구분하여 제조하였으며, 염기도 1.0

의 경우 MgO는 포화도를 고려하여 10 wt%, 1.5의 경

우 MgO는 8 wt%, Al2O3 10 wt%, MnO 8 wt%로 제

조하였다. 가탄재 종류별 슬래그 포밍높이 변화에 대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슬래그 중 FeO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점성 감소 및

밀도 증가에 따라 Foaming index(Σ)가 감소9) 하지만,

(FeO)의 활동도 증가로 (FeO)-[C] 반응에 의한 CO가

스 배출속도가 증가하게 된다10). 이러한 두 개의 인자

에 의한 영향의 발란스에 의해 포밍높이가 결정된다고

판단되며, 초기(FeO)의 함량이 20 wt%에서 최대값에

달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3.1.2. 가탄재 종류에 따른 슬래그 포밍높이 변화

전기로 조업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탄재인 가공분

탄(무연탄)과 cokes의 두 종류에 대해 슬래그 포밍높이

측정 실험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슬래그는 염기도

(CaO/SiO2) 1.5의 전기로 슬래그이며 성분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가탄재의 종류별 성분함량은 Table 2에 나

타내었다. Cokes의 고정탄소 함량(F.C)은 89.1wt%로

가공분탄의 고정탄소 함량(81.7 wt%)에 비해서 약

7.4 wt%p 함량이 높으며, 이로 인해 슬래그 중 FeO와

의 환원 반응 증가로 슬래그 포밍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험결과 슬래그 포밍높이는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cokes 사용의 경우가 기존 가공분탄 보다

약 20%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2. Foaming height change with FeO content in slag.

Table 1. Composition of EAF slag used in foaming height measurement with injection carbon

Component CaO SiO2 Al2O3 MgO MnO FeO Ig. loss CaO/SiO2 

wt.% 27.5 17.8 7.6 8.5 8.8 23.5 6.3 1.5 

 Table 2. Composition of Injection carbon 

Component

Anthracite Cokes

Moisture Ash
Fixed

Carbon
Moisture Ash

Fixed

Carbon

wt.% 1.1 13.1 81.7 1.1 9.5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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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가탄재 입도에 따른 슬래그 포밍높이 변화 

실험에 사용된 가탄재 분말의 사진과 입도를 Fig. 4

에 나타내었다. 가공분탄에 비해 cokes의 입도가 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공분탄 보다 cokes의 슬래그

포밍높이가 높기 때문에 전기로 조업에서 사용 단가가

차이가 없다면, 동일 투입량 대비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cokes의 입도에 따른 영

향을 조사하였다. 

Cokes의 입도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Fig. 5

에 입도 조절 전과 후의 입자 크기 분포와 이에 따른

슬래그 포밍높이 변화를 나타내었다. 입도 조절 전에는

500 µm 이상의 입자가 다수 포함되었으나 입도 조절

Fig. 3. Foaming height change with injection carbon materials.

Fig. 4. Size distribution of injection carbon.

Fig. 5. Change of Foaming height after siz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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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500 µm 이하 입자 분율이 증가하였다. 입자 크기가

작은 쪽으로 입도를 조절한 경우 슬래그 포밍높이가 기

존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동일 탄소

함량 시, 반응 표면적 증가에 따른 포밍높이 증가로 판

단된다. 

3.2. 가탄재 종류에 따른 조업 테스트 결과 

상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탄재 종류에 따른 전기로

조업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최근 전기로의 슬래그 포밍

높이에 대한 실시간 측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며, 기존의 방법인 아크 소음, 전압과 전류의 변화에 의

한 방법보다 Arc에 의한 로체 진동에 의한 슬래그 포

밍 측정이 보다 정확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5).

이와 같은 문헌을 참고하여, 실제 140톤 용량의 DC

전기로에 슬래그 포밍높이 측정을 위해 140톤 용량의

DC 전기로의 로벽에 진동센서를 부착하고, 슬래그 포

밍높이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슬래그

포밍높이 측정 원리는 전기로 로벽 철피에 진동 센서를

설치하고, Arc에 의해 발생되는 로체 진동 주파수의 진

동세기를 측정하였다. 슬래그 포밍높이가 높아지면 Arc

에 의한 진동이 감쇄된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진동세기

의 역수로 계산하였으며, 전기로 작업구 측에서 관찰되

는 슬래그의 영상을 촬영하여 실시간 변하는 슬래그의

겉보기 포밍높이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전기로 산화정련기(승열기) 조업시 가탄재는 전기로

에 1 heat에 0.5 ~ 1.5 ton 정도 사용되고 있으며, 조업

테스트는 약 200톤의 cokes를 투입하여, 현재 사용 중

인 가공분탄 사용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가공 분탄 및 cokes를 조업테스트에 사용

후 Level II 서버에 저장된 data 중 전력원단위, 가탄

재원단위, 진동센서로 측정된 슬래그 포밍높이, 조업시

간 등의 data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Cokes 사용 시 가공분탄 대비 승열기 전력투입량은

1066 kWh 감소하였고, 승열기 전력원단위는 7 kWh/ton

감소하였다. Cokes 사용량은 가공분탄 대비 323 kg/

heat 감소하였고, 가탄재 사용 원단위는 2.3 kg/ton이 감

소하였다. 진동센서에 의해 측정된 겉보기 슬래그 포밍

높이는 cokes 사용의 경우 가공분탄 대비 슬래그 포밍

높이가 약 79 mm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cokes 사용의 경우 가공분탄 대비

고정 카본 함량이 7.4 wt%p 높아 용강 중의 카본 함량

이 0.03 wt%p 높아지고, FeO의 함량은 18.8 wt%에서

14.9 wt%로 3.9 wt%p 낮아진 결과를 얻었다. 

슬래그 포밍은 용강 카본과 산소의 반응에 의한 CO

가스 형성에 의한 미세 bubble이 슬래그 중 FeO와 카

본에 의한 비교적 큰 bubble 보다 효과가 크기 때문에11),

슬래그 중 FeO의 함량보다는 용강 카본 함량의 증가에

영향을 더 받은 것을 판단된다. 그 외에 cokes 입도

조절 후 500 µm 이하 입자 분율을 증가시켜 반응 표

면적을 증가시킨 것도 부가적인 영향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전기로 슬래그 포밍높이에 미치는 슬래그 중 FeO의

함량, 가탄재 종류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실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로 조

업에서 가탄재 종류에 따른 포밍높이 변화 테스트를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염기도(CaO/SiO2)가 1.0, 1.5인 조건에서 슬래그

중 FeO의 함량이 10 ~ 40 wt%의 범위에서 5%씩 변

화하면서 슬래그 포밍높이 변화 실험을 실시한 결과,

(FeO)의 함량이 20%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얻었다. 이

러한 원인은 (FeO)의 함량에 따른 슬래그 점도 변화와

활동도 변화의 상반된 인자가 조화된 결과로 사료된다.

2) 가공 분탄(무연탄)과 cokes에 대한 슬래그 포밍

실험결과 cokes가 가공 분탄에 비해 포밍높이가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cokes 중의 카본

함량이 7.4 wt%p 높아 [C]함량이 증가하고, 산소와의

Table 3. Comparison of EAF operation indics with injection

carbon 

 Injection 

 carbon

 Operation

 indics

Anthracite Cokes

Electrical energy

(kWh/ton) Refining

Period

73.6 66.6

Power on time

(min.)
8.5 7.4

Injection carbon consumption

(kg/ton)
9.1 6.8

Molen metal carbon 

(wt.%)
0.12 0.15

Slag foaming height

(mm)
685 764

(FeO) wt% 18.8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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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 의한 미세한 CO가스 bubble 증대로 판단된다. 

3) Cokes의 입자 크기를 기존 보다 500 µm 이하의

분율을 증가하여 포밍높이 변화를 관찰한 결과 포밍높

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반응 계면적의 증

가에 기인 한다고 생각된다.

4) 실제 전기로 조업에 가공 분탄과 cokes를 슬래그

포밍용 가탄재로 사용하여 테스트한 결과, cokes 사용

시 가공분탄 대비, 진동센서에 의한 겉보기 슬래그 포

밍높이는 79 mm 정도 상승하고, 전력원단위 7 kWh/ton

저감, 통전시간 1.1분 단축, 가탄재 원단위 25% 저감,

용강 카본 함량 0.03 wt%p 증가, 슬래그 중 FeO의 함

량은 3.9 wt%p 낮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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