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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화기에서 사용된 고알루미나계 내화물을 분석하여 용융 슬래그에 의한 손상 메커니즘을 조사하였다. 내화물 시료에서 

슬래그에 의해 심하게 손상된 부분의 깊이는 부착된 슬래그를 포함하여 12∼40 mm이었으며 슬래그 접촉면과 평행 방향으

로 형성된 균열을 가지고 있었다. 슬래그와 접촉한 내화물은 미세구조에 따라 손상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Fused Al2O3 그레

인의 경우 경계에서만 깨짐과 기공형성이 관찰되었고, tablet Al2O3의 경우 슬래그가 입자사이로 침투하여 입자 테두리에 

Fe-Al 화합물이 관찰되었다. 결합제로 쓰인 calcium aluminate는 고온의 슬래그 접촉면에서는 슬래그에 용해되어 관찰되지 

않았다. 큰 grain 주변에는 냉각 시 재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막대형의 Al2O3 상이 형성되었고 큰 기공들이 관찰되었다. 따라

서 고알루미나계 내화물은 고온의 슬래그 경계면에서 결합제가 석탄 슬래그에 용융되고, 냉각 시 막대형의 알루미나를 형

성하며, 이 과정에서 구조적인 변화에 의한 크랙이 형성되면서 구조적 스폴링에 의한 물리적 손상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High alumina refractory used in a coal gasifier was analyzed and the degradation mechanism by molten slag was investigated. 

The depth of refractory severely damaged by slag varied between 12∼40 mm, including the adhered slag layer. The sample 

also showed the cracks formed in parallel to the slag/refractory interface. The degree of degradation varied with the 

micro-structures in the refractory. Fused alumina grains showed the uneven boundary and pore formation just along the edges, 

while the tablet alumina showed the slag penetrated between sintered alumina around which the formation of Al-Fe phase 

was observed. Calcium aluminate cements were not observed at the high temperature zone near the slag/refractory interface, 

probably due to dissolution into molten slag. Around large grains of alumina, rod shape alumina, which appeared to be 

recrystallized during cooling, were observed, and large pores were also formed around those grains. Therefore, in high alumina 

refractories, hot molten slag dissolves the bonding phase and rod-shape alumina phase is recrystallized upon cooling. During 

this process, cracks are developed due to structural change, and the degradation occurs by physical causes such as structural 

spalling.

Keywords: gasification, high alumina refractory, coal slag, degradation

1. 서    론
1)

석탄 가스화복합발전(Integrated Coal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CGCC)은 고효율, 저탄소, 친환경적인 발전기술로 국내에서도 준상

용급의 ICGCC 1호기의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1,2]. 석탄 가스화복합

발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분류층 가스화기는 1200∼1500 

℃의 고온과 20∼60 기압의 고압에서 운전된다. 이 조건에서 가스화

기 내벽은 내화물로 형성되어 가스화기 외벽을 보호해주고, 열손실을 

줄여 준다. 상업화된 분류층 가스화기에서 내화물은 공랭식과 수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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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형태가 쓰이고 있다. 낮은 온도에서 조업되어 열손실이 상대적

으로 큰 수냉식 내화물은 표면에 슬래그를 응고시킴으로써 내화물로

의 침투와 침식을 막아주어 내화물의 수명을 증가시키는 이점을 가지

고 있다. 반면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공랭식에서는 석탄의 무기물이 

형성한 용융슬래그가 가스화기 내벽을 구성하는 내화물의 위로 흘러

내리면서 내화물 내부로의 침투, 내화물과의 반응, 또한 침식에 의해 

내화물을 손상시킨다. 따라서, 내화물의 선택과 설치는 가스화 공정의 

경제성과 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분류층 가스화기

의 내벽을 이루는 공랭식 내화물은 고온, 고압의 가스화 공정에 견딜 

수 있으며, 석탄 회분 슬래그에 의한 물리적, 화학적 침식에 대한 저

항성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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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Na2O Al2O3 SiO2 K2O CaO Fe2O3 TiO2 Sum

weight% 0.92 91.51 2.24 0.01 5.05 0.07 0.04 99.84

Table 1. Composition of Alumina Refractory Used in This Study

Figure 1. Schematic of the KIER gasifier.

기존에는 고알루미나계와 크롬계 내화물이 가스화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가스화기의 고온, 고압 조건과 온도의 급

격한 변화 및 슬래그에 의한 침식에 강한 alumina-chromia 혹은 고 크

롬계 내화물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3,6,7]. 본 논문에서는 국

내에서 생산된 고알루미나계 내화물의 석탄 슬래그에 의한 손상 메커

니즘을 규명함으로써, 고알루미나계 내화물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

였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1 ton/day급의 가스화기에서 사용된 국

내산 고알루미나계 캐스터블 내화물의 슬래그 비접촉면의 분석으로 

내화물의 성분과 특성을 파악하고, 슬래그 접촉면의 침식 형상 및 미

세구조와 성분 분석을 통해 손상 메커니즘을 조사하였다.

2. 실    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의 1 ton/day급의 가스화기 내벽 상, 

중, 하단에서 약 10 cm 두께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슬래그와 접촉한 

부분과 접촉하지 않은 원상태의 내화물 부분에서 분석을 위한 시편을 

분리하였다. 내화물은 국내산 castable 알루미나 내화물로 제조사가 

제시한 주성분은 93% Al2O3이며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성분은 Table 1

과 같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가스화기 개략도를 Figure 1에 나타내었

다. 가스화기는 2단의 내화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슬래

그와 접촉하는 내벽(hard face)의 내화물만 분석하였다. 가스화기의 상

단과 하단의 슬래그 tap 부분의 내화물은 10년간 설치되어 연 1000 h 

이하로 조업되었으며, 중단 부분은 가스화기 개조 작업의 일부로 설

치되어 약 4개월간 사용되었다. 가스화기의 평균 조업온도는 1400 ℃

이었으며, 압력은 1∼5 기압이었다. 가스화기에서 장기간 슬래그와 접

촉한 상단과 하단의 시료는 내화물의 손상 메커니즘 분석에 사용하였

으며, 중단의 시료 중 슬래그 비접촉 부분을 소성된 내화물의 결정 분

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내화물의 소성 상태와 슬래그 침투 형상 및 침투층의 두께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SEM/EDX를 이용하여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슬래그가 접촉하여 침투층을 형성한 부분은 슬래그가 직접 접촉한 면

을 기준으로 침투방향에 따라 시료를 절단하여, 침투 깊이에 따른 내

화물의 상태를 조사하였다. 한편, 슬래그가 접촉하지 않은 부분은 가

스화기의 직경방향에서 슬래그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바깥쪽의 시료

를 사용하였다. SEM을 이용해 슬래그에 접촉된 내화물의 형상 및 슬

Figure 2. XRD spectrum of a high alumina refractory powder.

래그상의 형태를 관찰하였으며, SEM과 연결되어 있는 EDX를 이용하

여 슬래그와 접촉하면서 형성된 화합물 및 슬래그의 성분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스화기에서 분리한 내화물과의 비교를 위해 소성하기 전의 

내화물 원료 분말의 XRD 분석 및 SEM 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내화물 분말의 결정상 분석

슬래그에 의한 내화물의 결정상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내화물

의 원료 분말을 분석하였다. Figure 2는 내화물 분말의 XRD 분석 결

과를 보여준다. 내화물 분말의 결정상은 산화알루미늄(Al2O3)의 결정

형인 corundum이 주 결정으로 나타났다. 또한 calcium aluminate가 소

량 포함되어 있었다. Calcium aluminate는 castable 내화물에 흔히 사

용되는 수경화성 성분으로 casting 후 calcium aluminate는 castable을 

결합하고 응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3.2. 슬래그가 침투되지 않은 내화물의 분석

3.2.1. 내화물의 외관 관찰

사용시간이 짧았던 가스화기 중단에서 채취된 내화물에서 슬래그

가 침투하지 않은 Figure 3(a)의 A지점의 입자의 모습을 관찰하였다. 

Figure 3(b)는 소성된 내화물의 표면의 모습을 보여준다. 내화물은 흰

색의 분말이 뭉쳐져 있는 가운데 육안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투명한 

입자(B)와 희거나 약간 노란빛을 띄는 불투명 입자(C)들이 전체적으

로 분포되어 있어 전형적인 grain-bond의 구조를 갖고 있다.

 

3.2.2. 성형된 내화물의 미세구조

SEM/EDX 분석을 통해 슬래그와 접촉하지 않은 내화물의 미세구

조를 관찰하였다. Figure 3(a)의 슬래그 접촉면에서 약 8 cm 떨어진 

깊이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분리된 내화물 시료 2개를 분석하였으며, 

Figure 4(a)∼(d)와 Figure 4(e)∼(f)는 각각 다른 시료의 미세구조를 보

여준다. Figure 4(a)는 육안으로 구분되는 불투명한 입자와 광택이 있

는 투명 입자의 경계 모습으로, 기공이 많은 A는 불투명한 상아색 입

자이며, 더 검고 표면이 매끄럽게 나타난 B는 투명 입자 부분을 보여

준다. Figure 4(b)는 A지점을 확대한 것으로, 작은 입자들이 뭉쳐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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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cross section showing the penetration layer       (b) Surface of refractory, unexposed to slag

Figure 3. Alumina refractory from the middle section of the KIER gasifier.

                       (a)                                    (b)                                   (c)

                       (d)                                    (e)                                   (f)
Figure 4. SEM micrographs of sintered alumina refractory.

하나의 큰 입자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입자 표면은 비교적 매

끈한 면들이 존재하나 그레인 내부에 많은 기공이 존재하였다. Figure 

4(c)와 (d)는 A입자와 같은 불투명 입자 경계에 분포한 작은 입자들을 

보여준다. Calcium aluminate은 가늘고 뾰족한 막대 형태(D지점)와 함

께 작고 뭉툭한 모양(E지점)도 소량 섞여 있었으며, 작은 크기의 알루

미나(C지점)들이 혼재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입자 형상에 따라 

calcium aluminate와 알루미나의 구분이 가능한 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작은 입자들에 대해서 EDX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모

양만으로 결정의 종류를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한편, Figure 4(e)는 B입자와 같이 검고 매끄러운 표면을 갖는 투명

한 알루미나 입자를 확대한 모습이다. 투명 입자는 불투명한 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공이 없는 치밀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끄

러운 그레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Figure 4(f)는 불투명 입

자의 경계의 모습으로 calcium aluminate과 함께 존재하는 다양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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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op                                              (b) bottom

Figure 5. The slag penetration layer of alumina refractory from the top and bottom section of the KIER gasifier.

기와 형태의 알루미나 입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알루미나 입자는 긴 

막대형(F지점), 작은 사각형(G, H지점) 모양 등으로 다양하며, 혼합된 

알루미나 입자의 크기는 작게는 약 2 µm에서 육안으로 구분되는 5 

mm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다른 부분에서 채취된 두 

시료는 미세구조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분석된 알루미나 내화물은 입자의 색상과 크기, 기공도에 차이를 

보이며 Figure 4와 같이 크게 투명한 입자와 불투명한 입자로 나타나

는 두 가지 형태의 큰 그레인이 비 균일하게 혼재되어 있으며 matrix

상은 알루미나와 결합제인 calcium aluminate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알루미나 내화물에 쓰이는 알루미나는 fused, tablet, 

calcined 등으로 구분되며, fused alumina의 경우 다시 white fused와 

brown fused로 구분된다[6,7]. 위의 미세구조 분석으로 보아 내부 기

공을 가진 불투명한 그레인은 tablet alumina로 보이며, 갈색의 기공이 

없는 그레인은 brown fused alumina로 보인다. Matrix를 형성하는 알

루미나는 작은 크기의 tablet이나 calcined alumina로 추정된다. 

3.3. 슬래그가 접촉한 내화물의 분석

3.3.1. 슬래그 침투층의 외관 관찰

Figure 5는 가스화기 상단(a)과 하단(b)에서 채취한 시료의 슬래그 

침투층의 모습을 보여준다. 슬래그와 직접 접촉한 내화물의 가장 바

깥쪽에는 슬래그가 붙어서 황갈색의 얇은 층을 이루고 있었으며, 슬

래그 침투층은 슬래그 접촉면으로부터 침투 깊이에 따라서 색상과 손

상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Figure 5(a)의 상단 내화물의 침투층은 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

투층의 색상이 옅게 나타났으며 침투층의 곳곳에서 작은 기공들과 A

지점과 같은 균열이 발견되었다. Figure 5(b)는 하단 내화물의 침투층

의 모습으로, 슬래그 접촉면으로부터 침투 깊이에 따라 짙은 녹색과 

검은 녹색의 색을 띠어 두 층으로 이뤄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슬래그 

접촉면 쪽의 어두운 부분은 기공이 매우 많고, 내화물의 형태가 손상

되어 있었으며 녹색을 띠는 안쪽의 침투층은 희거나 투명한 입자들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내화물의 본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

다. 곳곳에서 슬래그 접촉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균열이 형성되어 있

었으며(B-D지점), 슬래그가 붙어있는 면에서 작은 기공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E지점)이 발견되어 스폴링(spalling)에 의한 내화물의 손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 

슬래그의 침투는 내화물의 기공이나 미세균열을 통해 형성된 모세

관을 따라 일어난다. 침투 속도는 모세관의 직경, 슬래그의 점도, 침투 

깊이, 슬래그와 내화물 입자간의 계면에너지, 결정체 형성과 성장속

도, 그리고 온도의 함수이다. 이중 슬래그의 점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

로 슬래그 점도는 확산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물성으로 확산에 의한 

Figure 6. A SEM sample of a slag penetrated alumina refractory from 

the bottom section of the KIER gasifier.

물질전달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온도는 점도, 확산도, 계면에

너지 등의 물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슬래그 접촉면에서는 1400 

℃ 이상의 가스화기 온도에 의해 슬래그의 점도는 낮아지고, 내화물

의 용해도는 향상된다. 그러나 내화물 안쪽으로 침투할수록 온도는 

떨어지게 되고, 슬래그 점도는 증가하여 슬래그와 내화물간의 상호작

용도 감소하게 된다. 대부분의 석탄 슬래그는 1300 ℃에서 1000 poise 

이상의 점도를 갖고 있어 온도가 1300 ℃에 도달하였을 때 이미 슬래

그의 흐름은 제한적이며, 슬래그의 침투도 제한을 받아 침투층의 두

께가 깊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시료에서는 연녹색을 보

여주는 부분까지 전체 침투층의 두께가 15∼50 mm이었으며, 검은 녹

색을 띤 손상이 심한 부분은 12∼40 mm이었다.

3.3.2. 슬래그에 의한 내화물의 미세구조 변화

내화물 시료를 슬래그 침투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육안으로 구분

되는 큰 입자들을 중심으로 SEM/EDX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스화기 

상단과 하단의 시료는 유사한 미세구조를 보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침투한 용융슬래그에 의한 화학적 작용으로 더 심한 손상(침식)이 일

어난 하단 시료의 분석결과를 보고한다. Figure 6은 SEM/EDX 분석에 

사용된 가스화기 하단 내화물 시료와 분석 지점을 보여준다.

Figure 7은 슬래그 접촉면의 손상이 가장 심한 부분(1, 2지점)의 

micrograph와 각 지점의 EDX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Figure 7(a)는 

Figure 6의 1지점으로 불투명하고 작은 입자들이 뭉쳐진 입자 A (tablet 

alumina)와 표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입자 B (fused alumina)의 모

습을 함께 보여준다. 슬래그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입자 주위

로 기공과 깨진 부분들이 관찰된다. Figure 7(b)는 7(a)의 A 지점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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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EM micrographs of points 1 and 2 in Figure 6: severly affected by slag. 

대한 것으로 A의 내부에 뭉쳐져 있던 작은 입자들 사이로 슬래그가 

침투하면서 슬래그에 작은 알루미나 입자(C지점)들이 떠 있는 듯한 

형상을 보였다. 분리된 알루미나 입자들의 테두리에는 슬래그의 FeO

와 내화물의 Al2O3 성분이 반응하여 형성한 dendrite형의 hercynite 

(FeAl2O4)(D지점)이 분포해있었고 입자 테두리를 따라 검게 관찰된 

부분은 슬래그의 Al-Si 성분이 높게 나타났다. 부분적으로는 Mg를 소

량 포함하는 각진 모양의 Fe-Al상(E지점)과 함께 Fe가 고갈된 슬래그

(F지점)도 발견되었다. Figure 7(c)는 불투명 입자(G지점) 경계를 보여

준다. 입자 경계에서는 막대형의 알루미나(H지점)가 관찰되고, 주변

(G지점)에는 더 작은 크기의 알루미나가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결

합제로 쓰인 calcium aluminate는 관찰되지 않아 침투된 슬래그에 용

해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택이 나는 입자의 경우 Figure 7(d)에 보

여진 바와 같이 그레인 내부는 기공 없이 연속적인 상을 유지하나 입

자의 경계가 매끄럽지 못하며 입자 경계를 따라 미세한 기공들이 형

성되어 있어 슬래그에 의해 경계부터 손상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입자가 matrix에서 분리되면서 커다란 기공들이 나타났으며, H지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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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EM micrographs of points 3 and 4 in Figure 6: 2.3 cm from the slag interface.

같이 큰 입자들 주변으로 긴 막대형의 알루미나 입자(I지점)가 형성되

어 있었다. 이 막대형 알루미나 상은 내화물 성형 시에 혼합된 알루미

나 입자와는 다르며 큰 그레인 주변의 calcium aluminate와 일부 알루

미나가 슬래그와 용해된 후, 가스화기의 냉각 시 재결정된 것으로 추

측된다.

Figure 8은 Figure 6의 3, 4 지점으로 슬래그 접촉면에서 약 2.3 cm 

안쪽에 위치하며, 1, 2 지점에 비해 비교적 내화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Figure 8(a), (b)는 그레인 주변의 calcium aluminate와 알루미

나가 혼재하는 집합체에 슬래그가 침투되면서 hercynite로 추정되는 

Fe-Al 상이, 연회색의 각진 큰 입자(B지점)와 calcium aluminate 막대 

입자의 끝에 붙은 작은 각진 입자(C지점)의 형태로 형성된 것이 관찰

되었다. Figure 8(c)는 시료의 4지점의 모습으로, 광택이 있는 그레인 

주변에 재결정화에 의해 형성된 막대형 알루미나와 입자를 분리시키

는 커다란 기공들이 나타나 Figure 7(d)와 유사한 미세구조를 보여준

다. Figure 8(d)는 8(c)의 작은 입자들이 모여 있는 부분(D)을 확대한 

모습으로 막대형의 calcium aluminate 입자의 끝에 C지점에서와 같은 

작고 각진 hercynite 입자(E)가 나타났다. 슬래그가 내화물로 침투된 

이후, 반응성이 좋은 Fe이 내화물의 Al2O3와 반응하면서 결정을 형성

하였으며 침투가 심한 부분에서와 같이 알루미나 입자 테두리에 Al-Si 

성분이 높게 나타나 바닥의 슬래그상보다 검게 나타났으나 특정한 결

정 형태를 띠지는 않았다. 그 밖에 다른 결정이나 침식화합물은 관찰

되지 않았다. 

Figure 9는 슬래그 접촉면으로부터 3.5 cm 지점의 슬래그의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은 부분인 Figure 6의 5, 6지점의 모습을 보여준다. 

Figure 9(a)는 투명한 알루미나 입자와 그 주변으로, 슬래그 접촉면과 

가까운 1, 2지점의 입자와는 달리 큰 입자 주변에서 재결정된 막대형 

알루미나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입자 경계의 기공과 같은 슬래그

에 의한 손상의 흔적이 적었고 비교적 내화물 본래의 입자 형태를 유

지하고 있었다. Figure 9(b)는 A를 확대한 사진으로, 매끈한 입자주변

의 모습을 보여준다. B입자는 막대형의 calcium aluminate이었으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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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EM micrographs of points 5 and 6 in Figure 6: little affected by slag.

입자는 Ca과 Fe이 미량 포함되어 있었으나 내화물 본래의 작은 알루

미나 입자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도 입자 주변과 막대 끝부분으로 작

고 흰 Fe-Al 입자가 나타났으나, Figure 8(b)-B와 같은 큰 크기의 각진 

결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슬래그의 Fe와 내화물의 Al2O3가 반

응하여 형성되는 화합물들은 FeO의 농도가 높은 부분에서 형성되며, 

슬래그가 내화물로 침투되면서 슬래그의 Fe가 고갈되어 Fe-Al 화합물

의 형성은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크롬계 내화물

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으로 FeCr2O4의 형성은 크롬계 내화물 표면에 

국한된다[8,9]. 

Figure 9(c)는 6지점의 불투명하고 뿌연 입자의 미세구조를 보여준

다. EDX 분석 결과(Figure 9(d)) 슬래그 성분인 Si가 나타나지 않아 

이 지점부터는 슬래그에 노출되지 않은 내화물의 구조로 나타났다.

3.4. 상평형도와 FactSage를 이용한 침식화합물의 예측

먼저, 알루미나 내화물과 석탄 슬래그의 침식화합물의 예측을 위하

여 SiO2-Al2O3-CaO의 삼성분계 상평형도[11]를 사용하였다[11]. 석탄

은 가스화 조업이 가능한 탄 중, 유리슬래그 거동을 보이는 Kideco탄

과 결정슬래그 거동을 보이는 Alaska Usibelli탄의 조성을 이용하였다. 

Figure 10의 C와 G는 각 Alaska Usibelli탄과 Kideco탄의 회분 조성을 

SiO2-Al2O3-CaO의 세 성분만을 이용하여 표시한 점이다. Kideco탄 슬

래그(G)의 경우 mullite 영역에 존재하고, Alaska Usibelli탄 슬래그(C)

는 anorthite 영역에 존재하여 용융슬래그가 냉각되면서 각 mullite과 

anorthite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내화물과 석탄 슬래그가 접촉

하였을 때를 내화물과 석탄 슬래그 성분이 50%씩 혼합되었다고 가정

하고, 내화물지점(A)과 G, 그리고 A와 C를 연결하고, 각 선의 50%인 

지점을 C'와 G'로 Figure 10에 나타내었다. C'와 G'는 모두 corundum

의 영역으로, 내화물과 슬래그가 접촉할 경우 Al2O3의 결정상인 

Figure 10. 3-components phase diagram in SiO2-Al2O3-CaO system 

[11] for the prediction of reaction products between slag and high 

alumina refractory.

corundum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슬래그가 침투한 내화물에서

는 내화물 성분비가 높으므로 혼합점이 G'와 A, C'와 A 사이에 존재

하여 역시 corundum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어 내화물에서 관찰된 

막대형의 알루미나는 냉각과정에서 재결정된 것이라는 결론을 뒷받

침해준다. 

위의 삼성분계 상평형도에 의한 분석은 슬래그의 FeO를 포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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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시료에서 관찰된 FeAl2O4는 예측하지 않는다. 따라서 슬래

그의 전체 성분과 내화물 조성을 이용하여 FactSage 프로그램을 이용

한 평형 계산을 수행하였다. FactSage 프로그램은 열역학적 계산 프로

그램으로 슬래그와 내화물계를 계산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database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다[12,13]. 슬래그와 내화물의 접촉

상태에 따라 내화물과 슬래그가 접촉한 경계면에서는 50 : 50, 슬래그

가 내화물 내부로 침투하였을 때는 내화물 95 : 슬래그 5로 가정하고 

계산하였다. Kideco탄 슬래그의 경우 슬래그와 내화물 경계에서는 

corundum이 먼저 형성된 후, mullite과 anorthite이 차례로 형성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내화물 내부로 슬래그가 침투했을 때는 1800 ℃

에서부터 corundum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Alaska Usibelli탄 

슬래그와 내화물의 경계에서는 corundum이 먼저 형성된 후, anorthite

이 나타났다. 슬래그가 내화물 내부로 침투하는 경우, Kideco탄 슬래

그에서와 같이, corundum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Hercynite의 형성

은 산소 분압에 매우 예민하였는데, 슬래그와 내화물 100 g과 100 

mol의 CO (20 mol%)와 N2 (80 mol%) 혼합가스를 포함하는 시스템에

서는 고체 혹은 액상의 Fe의 형성이 예측되면서 hercynite의 형성은 

예측되지 않은 반면, 100% N2 가스 분위기에서는 Fe3O4 혹은 Fe2O3의 

형성이 예측되면서 hercynite의 형성은 예측되지 않았다. 1000∼1600 

℃의 온도에 걸쳐 hercynite의 형성이 예측된 가스 조성은 CO/N2 비율

이 0.5/99.5로 hercynite의 형성은 산소 분압에 매우 민감하여, her-

cynite의 형성 예측을 위해서는 실험에서의 산소 분압이 정확히 모사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분석된 고알루미나계 내화물은 크게는 5 mm 크기의 fused alumina

와 tablet alumina 그레인과 작은 알루미나와 calcium aluminate 시멘트

를 포함하는 matrix로 구성되어 있다. 슬래그의 침투 깊이는 15∼50 

mm이었으나 슬래그에 의해 심하게 손상된 부분의 깊이는 부착된 슬

래그를 포함하여 12∼40 mm이었다. 또한 슬래그 접촉면과 평형하게 

형성된 균열을 가지고 있었다. 

슬래그와 접촉한 내화물은 미세구조에 따라 슬래그에 의한 손상도

가 다르게 나타났다. 매끄러운 표면을 갖는 투명한 Al2O3 입자의 경

우, 입자의 경계에서 슬래그와 접촉하면서 기공과 깨짐이 발생하면서 

입자 주변이 분리되는 형상을 보여 슬래그 침투로 인해 큰 입자 주변

에서 스폴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한편, 작은 Al2O3 

입자가 밀집된 불투명한 입자 부분에서는 슬래그가 직접 입자 사이로 

침투하여, 입자들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작은 입자들 테두리에서 내화

물의 Al2O3 성분이 슬래그의 FeO과 형성한 hercynite이 나타났다.

결합제로 쓰인 작은 크기의 알루미나와 calcium aluminate는 고온의 

슬래그 접촉면 근처에서 슬래그에 의해 용융된 후 재 결정화된 큰 막

대형의 알루미나 입자들이 형성되었고, 큰 기공들이 관찰되었다. 내화

물과 슬래그 경계에서 약 20 mm 내부에서는 용해되지 않는 calcium 

aluminate가 존재하였고, 연녹색의 침투층 끝 부분은 내화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이 부분은 슬래그에 의한 화학적 침식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알루미나 내화물은 고온의 슬래그 경계면에서 큰 그레인

의 알루미나 보다는 matrix의 작은 알루미나와 결합제가 석탄 슬래그

에 용융되어 냉각 시 막대형의 알루미나를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구

조적인 변화에 의한 크랙이 형성되면서 구조적 스폴링에 의한 물리적 

손상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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