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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Fe-Si-Cr ferroalloy is predominantly produced by carbothermic reduction. In this study, silicothermic and

carbothermic mixed reduction of chromite ore to produce Fe-Si-Cr alloy is suggested. As reductants, silicon and silicon carbide

are evaluated by thermochemical calculations, which prove that silicon carbide can be applied as a raw material. Considering

the critical temperature of the change from the carbide to the metallic form of chromium, thereductio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In these high temperature reactions, silicon and silicon carbide act as effective reductants to produce Fe-Si-Cr ferroalloy.

However, at temperatures lower than the critical temperature, silicon carbide shows a slow reaction rate for reducing chromite

ore. For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a commercial process that uses silicon carbide reductants, the operation temperature

should be kept above the critical temperature. Using equilibrium calculations for chromite ore reduction with silicon and silicon

carbide, the compositions of reacted metal and slag were successfully predicted. Therefore, the mass balance of the silicothermic

and carbothermic mixed reduction of chromite ore can be proposed based on the calculations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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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페로실리크롬 합금철은 Fe, Si, Cr을 함유한 다성분계

함금철로 제강 공정에서 크롬과 실리콘 합금을 첨가하

거나, 크롬 합금철 제조공정에서 저탄소 페로크롬을 제

조하는데 사용된다. 합금을 첨가하는 경우는 제강공정에

서 주로 스테인리스 제강에 사용되며 저탄소 페로크롬

제조 시에는 탄소 함량을 극한으로 낮추기 위한 공정에

서 고탄소 페로크롬과 혼합용으로 사용된다. 주요 성분

인 실리콘은 10~48 %, 크롬은 28~55 % 내외의 함량으

로 넓은 범위로 존재하며 주요 불순물인 탄소의 함량도

0.1~6 %로 다양한 제품 군을 형성하고 있다.1-2) 크롬 합

금철은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

적으로는 남아공, 카자흐스탄, 인도,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3)

페로실리크롬을 제조하는 상용 공정은 슬래그법과 무

슬래그법으로 크게 대별된다. 슬래그법은 크롬광과 규석

광을 코크스와 함께 투입하여 탄소 열환원법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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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조하는 방법이며 철 스크랩을 일부 투입하여 성분

을 조정한다. 광물상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슬

래그가 발생한다. 무슬래그법은 규석광을 코크스로 환원

하면서 고탄소 페로크롬을 투입하여 제조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규석광의 품위가 높아 슬래그가 거의 발생

하지 않는다. 수십 MVA의 전원장치를 포함한 대형 침

지 아크로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탄소

열환원 공정이 주를 이룬다.4-6)

크롬광을 환원하여 합금철을 제조 시 탄소 이외의 환

원제를 이용할 수 있다. 산화 반응의 깁스자유에너지 값

을 고려하면 알루미늄과 실리콘을 이용하여 열환원이 가

능하며 실제 연구에서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알

루미늄을 이용한 환원 반응은 테르밋 반응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합금철을 제조하는데 실제로 이용된다. 실

리콘을 이용한 환원 반응은 스테인리스 제강공정의 아

르곤 산소 탈탄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크롬과 같은

유가금속이 탈탄 공정에서 산화되어 슬래그로 손실되면

페로실리콘을 투입하여 환원시킴으로써 다시 회수하는 역

할을 한다. 따라서 크롬광의 환원은 탄소, 알루미늄, 실

리콘을 사용하여 환원이 가능함이 이전 연구결과에서 확

인되었다. 탄소 이외의 환원제를 적용하면 반응 생성물

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슬래그가 발생하여 현재

제련공정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7)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과 탄소 복합환원을 이용하여 페

로실리콘을 제조하고자 한다. 금속실리콘은 고가의 환원

제로 상업적으로 적용이 적합하지 않으나 반도체나 태

양광 웨이퍼 제조 시 발생하는 스크랩등과 같은 부산물

소재를 사용하면 저가에 환원제를 확보할 수 있다.8) 또

한 연마 및 절단용 소재 회수로 발생하는 실리콘 카바

이드를 사용하면 실리콘과 탄소의 환원을 복합으로 적

용할 수 있으면서 저가에 환원제를 확보할 수 있는 이

점이 있다. 대표적인 환원제 소재는 태양광 웨이퍼 슬

러지에서 회수한 분말로 대략 실리콘과 실리콘카바이드

가 절반 정도씩 혼합되어 있으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이산화탄소 발생은 저감하면서 저가에 페로실리크롬을 제

조할 수 있다. 먼저 열역학 계산을 통해 반응의 가능성

을 확인하고 평형상 분율을 계산하였다. 이후 이를 확

인하는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제조된 시료의 성분과 열

역학 평형상 계산 예측값과 비교하여 결과를 고찰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실리콘 및 탄소 복합 열환원 공정에서 환원제는 실리

콘과 실리콘카바이드를 사용하게 되며 반응열과 외부에

너지를 통해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크롬광은 일반적으

로 FeCr2O4 형태로 존재하나 Fe2O3와 Cr2O3의 환원 반

응으로 구분하여 열역학적 반응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자발 반응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 자

유에너지 변화를 계산하였으며 상용 패키지인 FactSage

7.0을 사용하였다.9) 실리콘과 실리콘카바이드를 환원제로

하는 주요 반응에 대한 표준자유에너지변화 값을 Fig. 1

에 나타내었으며 (a)는 실리콘 환원제인 경우이고 (b)는

실리콘카바이드를 환원제로 하는 경우이다. 

실리콘 환원제의 경우 전체 자유에너지변화값이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반

응이 가능하다. 자유에너지 변화값의 정도를 살펴보면 크

롬보다는 철이 환원이 용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이는 전반적인 열역학 값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실

리콘 카바이드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실리콘의 환

원 거동과 거의 유사하다. 철의 경우 실리콘카바이드로

환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나 크롬은 800 oC

이상에서 자발반응이 가능하고 저온에서 환원 반응이 일

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Fig. 1(b)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실리콘카바이드를 사

용하는 경우는 철과 크롬이 금속으로 환원되는 반응과

Fig. 1. The standard free energy change of silicothermic and

carbothermic reduction of iron (a) and chromium (b) ox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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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물을 형성하는 반응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철

의 경우는 600 oC 이상에서는 금속 형태의 철이 안정하

고 그 이하에서는 철 탄화물이 안정함을 확인할 수 있

다. 크롬의 경우에는 고온인 1600 oC 이하에서는 크롬 탄

화물이 안정하고 그 이상에서는 크롬 금속이 안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리

콘카바이드 환원제를 이용하여 페로실리크롬을 제조하는

경우 공정온도는 1600 oC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광물상으로 존재하는 크롬광의

경우에도 위의 반응에서 예측한 값과 큰 차이가 없을 것

으로 예상되며 반응 온도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3.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원료광물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산지에서

입수한 광물을 사용하였으며 그 성분은 X선 형광분석을

통해 정량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광물에는 크롬산

화물 기준으로 42 %를 함유하고 있으며 크롬과 철의 비

율은 1.45를 나타내었다. 환원제는 세 종류를 적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순수 실리콘(Sigma-Aldrich 99.9 %)

과 실리콘카바이드(Sigma-Aldrich 99.9 %)를 사용하였으

며 태양광 실리콘 슬러지에서 회수한 실리콘 및 실리콘

카바이드 혼합물((주)클린솔루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혼

합 비율은 분석결과 대략 1:1의 값을 나타냄을 확인하

였다. 크롬광 100 g을 기준으로 페로실리크롬을 제조하

기 위한 환원제의 양을 결정하였으며 반응성을 고려하

여 실리콘보다는 실리콘카바이드 함량이 높은 경우 투

입량을 증가시켰으며 반응 당량비 대비 각각 2.8, 4.3,

3.5배로 증가시켜 투입하였다. 

반응 실험 시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비율대로 정량하고

원료를 볼밀 공정을 통해 한 시간동안 유지하여 광물과

환원제가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하였다. 이후 시료 투입

을 위하여 60 g을 정량한 후 내경 5 cm디스크 모양의 금

형을 이용하여 일축 가압 성형하였으며 힘은 2500 kgf를

가하였다. 성형 후 디스크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반

응 실험을 위해 흑연 도가니에 장입하여 준비하였다. 나

머지 시료에 대해서는 X선 회절분석기(Rigaku D/Max-

3A, Japan)를 이용하여 시료 혼합이 적정한지 대해서 검

증하였다.

고온 반응실험을 위해 수직 관상로를 사용하였다. 관

상로는 수퍼칸탈 발열체를 사용하며 튜브의 재질은 고

순도 알루미나로 최고온도 1750 oC 승온이 가능하다. 튜

브의 내경은 80 mm이며 발열 구간은 510 mm이다. 열

전대 온도측정 및 보정을 실시하여 등온 구간에 시료가

위치하도록 설정하였다. 열역학 계산에서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반응온도는 1500, 1600 oC 로 설정하였으며 유

지시간은 1시간으로 하였다. 승온 속도는 시간당 200도

를 설정하여 실험하였으며 튜브에는 300 cm3/min의 아르

곤 기체를 일정하게 흘려주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냉각 후 시료를 회수하여 다이아몬드 휠을 이용하여 절

단하였으며 슬래그 및 금속 성분에 대한 육안 관찰을 실

시하였다. 절단된 시료는 주사전자현미경(JEOL, JSM

7600F, Japan) 및 전자 미소분석기(JEOL, JXA-8100,

Japan)를 사용하여 면 표면 및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슬래그 상의 성분 분석을 위해서 X선 형광분석기(RIGAKU,

Simultix 12, Japan)을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최종 제조된 시료의 성분 함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열

역학 평형상 분율 계산을 실시하였으며 상용 패키지인

Factsage 7.0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실험에서 배합한 비

율을 적용하여 평형상의 생성량을 계산하였다. 금속용탕

이 생성되는 경우 Fe, Cr, Si의 함량을 계산하여 분율을

도출하였으며 슬래그 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시하여

그 함량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원료 배합을 실시한 후 적절한 혼합이 이루어졌는지 확

인하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A시료는 실리콘 환원제를 사용한

경우로 관련 피크가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다. B시료는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 of mixed raw materials chromite

with (a) Si, (b) SiC, and (c) Si+SiC.

Table 1. Composition of chromite ore from South Africa.

Cr2O3 Fe2O3 MgO Al2O3 SiO2 Cr/Fe

Composition 

(wt%)
41.8 28.2 7.13 13.3 2.35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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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카바이드를 환원제로 사용하였으며 그 피크가 관

찰됨을 확인할 수 있다. C 시료는 혼합물을 사용한 경

우로 두 환원제 피크가 모두 관찰된다. 전체 시료에서

공통적으로 크롬광인 Cr2FeO4 크로마이트 광물상이 공

통으로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통

해 원료 광물과 환원제가 적절히 혼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응후 회수된 시료를 육안 확인한 결과 1600 oC 에

서 반응시킨 시료는 활발한 반응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반응물의 비산이 발생하였으며 도

가니에 잔류하는 시료는 금속반응물이었다. 대부분의 슬

래그 반응물은 비산하여 시료 채취가 불가하였다. 세 종

류의 환원제를 적용한 경우 동일하게 금속 반응물이 생

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시료의 형태 및 성

분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균질한 상태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B배합으로 실험하여 대표적

으로 회수한 금속반응물의 형상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

하고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결정립의 형태가 관찰되며 성분은 전체적으로 균일함을

확인하였다. 성분은 목표로 하는 페로실리크롬이 생성됨

을 확인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크롬이 높게 검출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광물상의 크롬 대 철의 비율을 고려하

면 철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이는 격렬한 반

응으로 손실된 용탕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실

제 침지 아크로에서 조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이와 같은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d energy dispersive spec-

troscopy of reacted metal at 1600
o
C from specimen B.

Fig. 4. Cross section of reacted sample at 1500 oC (a) specimen A,

(b) specimen B, and (c) specime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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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최소화 되므로 원하는 조성에 근접하는 시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응온도 1500 oC에서 회수한 시료의 사진을 Fig. 4에

나타내었다. 반응물을 확인한 결과 A와 C배합으로 실험

경우 반응물이 금속과 슬래그 부분으로 확연하게 분리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리콘 환원제를 적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반응이 적절하게 일어나고 슬래그 조성

또한 실리카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융점이 감소하여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실리콘과 실리콘카바이드를 혼합한 경우에도 동

일하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리콘카바이드만을

환원제로 사용한 B시료의 경우는 반응물의 층분리 현상

을 관찰할 수 없었으며 다공성 형태의 반응물을 얻을 수

있었다. 내부 사진을 관찰하면 일부 철과 크롬이 환원

되어 조직 내부에 혼재되어 있으나 충분한 금속 및 슬

래그 융점을 형성하지 못하여 층분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회수되었다. 열역한 계산결과에서 실리콘카바이드

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경우 크롬탄화물 생성이 더 안정한

영역으로 최종 환원 반응까지 도달하지 못하거나 액상

생성이 작아 전체적인 물질이동속도가 감소하면서 전체

반응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실리

콘카바이드를 전량 또는 다량으로 환원제롤 적용하는 경

우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크로 공정에서는 반응온도

가 최소 1600 oC이 유지되어야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10)

금속 반응물의 성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A와 C배합으

로 실험한 금속생성물 시료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조직

을 관찰하고 성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5

에 나타내었다. Fig. 5(a)와 같이 A 배합으로 반응하여

생성된 금속 생성물은 두 가지 상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상 모두 페로실리크롬이나 밝은 영역의 상은

철의 함량이 높고 어두운 상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크롬

Fig. 5.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d energy dispersive spec-

troscopy of reacted metal at 1500
o
C from (a) specimen A and (b)

specimen C.

Table 2. Raw materials mix ratio for silicothermic and carbothermic

reduction experiments.

Chromite Si SiC
Si+SiC

(1:1 mix) 

A 100 31.38 0 0

B 100 0 44.82 0

C 100 0 0 38.1

Fig. 6.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d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of reacted metal at 1500
o
C from (a) specime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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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리콘의 함량이 높다. 이 두상이 조합된 형태의 합

금철이 제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b)와 같이

C 배합으로 반응하여 생성된 금속 생성물은 유사하게 두

가지 상이 관찰되나 성분은 상이하다. 대부분을 차지하

는 영역에서는 페로실리크롬이 관찰되지만 어두운 영역

은 실리콘이 함유되지 않은 페로크롬이 관찰되었다. 실

리콘 단독인 경우와 실리콘카바이드를 혼합한 복합 열

환원의 경우 생성된 금속 생성물의 형태가 상이하게 나

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실리콘카바이드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환원한 시료의 경

우도 동일하게 시료를 채취하여 조직 및 상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전자현미경 사

진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다양한 물질 혼재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물질의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

과 밝은색 영역에서 페로실리크롬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크롬 탄화물보다는 페로실리크롬이 일부 생성되

어 산재함을 확인하였다. 어두운 색의 다각형 입자로 존

재하는 상은 실리콘카바이드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미

반응된 환원제로 사료된다. 불균일한 형태를 띠는 어두

운 영역은 MgO, Al2O3, SiO2의 산화물로 슬래그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보면 열역학에서 예측

한 탄화물을 형성하는 반응보다는 실제로 페로실리크롬

이 생성되는 반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반응속도의

문제로 층분리가 발생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금속 생성물이 성공적으로 층분리가 일어난 1500 oC 반

응시료 A와 C에서 금속과 슬래그 성분이 열역학 평형

상 분율 계산값과 일치하는지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열역학 계산 결과를 보면 이전 표

준에너지변화 계산과 동일하게 탄화규소가 포함된 경우

에는 금속용탕을 생성하기보다는 크롬 및 철 탄화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된다. 실리콘으로 환원하는

경우는 성공적으로 금속 용탕이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

다. 슬래그는 두 실험 조건 모두에서 액상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성분값과 비교하기 위하

여 금속 생성물은 미소 전자분석, 슬래그는 X선 형광분

석 결과값을 사용하였으며 Table 3에 나타내었다. 금속

성분의 값을 비교해보면 계산값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슬래그 성분을 비교해보면 실험값에서

실리카의 함량이 다소 낮고 알루미나 및 마그네시아 함

량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동일한 경

향을 보여주고 있어 광물의 성분의 편차 및 회수율로 보

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

형상 계산값을 기반으로 물질수지를 도출하고 실험값을

통해 보정을 실시하는 하면 실리콘 및 탄소 복합 열환

원을 이용한 페로실리크롬 제조 물질수지 도출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결  론

철강 원료로 사용되는 페로실리크롬 합금철을 제조하

기 위하여 실리콘 및 탄소 복합 환원 공정을 제안하였

으며 이론적 검토 및 실험적 검증을 통하여 아래와 같

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페로실리크롬을 제조하기 위하여 크롬광물을 실리

콘 및 실리콘카바이드로 환원하는 경우 표준자유에너지

변화를 검토하였으며 1600 oC 이상의 온도에서 자발반응

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2) 크롬광은 1600 oC에서 실리콘 및 실리콘카바이이드

환원제로 반응시킨 경우 성공적으로 금속 생성물이 생

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크롬광은 1500 oC에서 반응시키는 경우 실리콘 및

실리콘과 실리콘카바이드 복합 환원제를 사용하는 경우

성공적으로 금속과 슬래그 층분리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4) 크롬광을 1500 oC에서 실리콘카바이드 환원제와 한

시간 반응시킨 경우 금속과 슬래그의 층분리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환원 반응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페로실리크롬을 실리콘 및 탄소 복합 열환원으로 제

Table 3. The comparison of calculated and analyzed composition of reacted metal and slag of A, C specimens.

Metal/Carbide Fe Si Cr Total (g)

A. Si
Calc. 33.385 18.727 47.614 62.404

Exp. 32.60 22.13 45.28 -

C. Si+SiC
Calc. 20.869g Cr3C2 / 26.030 Fe2Si / 8.9724 Cr5Si3 / 6.2399 SiC / 1.2373 Fe(l)

Exp. 41.73 8.49 48.41 -

　Slag SiO2 Al2O3 MgO MnO TiO2

A. Si
Calc. 65.604 20.313 10.807 0.430 0.358

Exp. 49.2 24.8 13.5 0.613 3.41

C. Si+SiC
Calc. 67.670 20.509 10.909 0.614 -

Exp. 50.2 26.4 15.1 0.329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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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경우 실리콘카바이드 환원제가 다량으로 적용되

면 온도를 1600 oC이상으로 조업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필

요하다.

6) 반응 생성물인 금속 및 슬래그의 평형상 분율 계

산을 실시하고 실험값과 비교한 결과 일치하고 있으며

일부 보정인자를 적용하면 성공적인 물질수지 도출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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