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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깅 방식 고온/고압 가스화기의 국산 크롬

내화재 적용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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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일반적으로 내화재의 내침식성은 크롬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향상되는 특성을 가지는
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크롬 내화재의 물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산염 화합물인 AlPO4를 첨
가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실험 결과 선정된 AlPO4 1% 첨가 크롬 내화재를 대상으로 캐스타
블 및 브릭 형태로 각각 제작하였을 때 내침식 특성에 대해 회전 침식 시험장치를 이용한 실험을 실시
하였는데, 실험 결과 캐스타블에 비해 브릭 내화재가 내침식성이 우수하지만 일부 spalling이 발생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가스화기로의 석탄 공급 방식에 따라 내화재 벽면에서 발생하는 석탄 
입자에 의한 내화재 침식 정도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한 결과 top feeding에 비해 side feeding 방식
이 내화재 전면에 걸쳐 침식 현상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보다 크롬 함량이 많은 내화재를 선
정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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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슬래깅 방식의 가스화기나 고온의 
용융로에 적용하기 위한 내화재는 고온으로부터 
반응기를 보호하고 외부로의 열손실을 최소화하
여 열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1400℃ 이
상의 고온에 견딜 수 있고 열전도율이 낮으며 기
계적 강도가 높아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배출가스
에 포함된 부식성 산성가스 및 회분의 용융에 의
해 생성되는 용융 슬랙 등의 화학적 침식, 부식
에 대한 내식성이 우수해야 한다.  따라서, 석탄
을 원료로 사용하는 슬래깅 방식의 가스화기에 
적용하기 위한 내화재 선정을 위해서는 국내외에
서 생산되는 다양한 내화재에 대한 문헌적 조사 
뿐만아니라 직접적으로 내화재 시편의 제조, 성
분 분석 및 여러 시험을 통하여 내화재의 기본적
인 물성을 파악하고 스폴링성, 내마모성, 침식특
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특
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가스화 용융 플랜트에 
대한 연구개발과 더불어 상용급 설비들도 건설되
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에서도 가스화 용융 기술
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

로, 이에 대비하여 고온, 고압 조건에서 운전되
는 가스화기의 장시간 안정적인 연속운전을 위하
여 국산 내화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석탄 가스화기에 공급되는 석탄
은 산소와 연소, 수증기와 반응, CO2와 반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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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스화가 진행되는데, 공급되는 석탄 원료 중 
유기물질의 99% 이상은 합성가스로 전환되는 반
면, 무기물의 대부분은 용융 슬랙으로 가스화기 
벽을 타고 흘러 내려 가스화기 하부의 냉각 탱크
에서 급랭되어 배출된다.  그러므로, 석탄 가스
화기는 내부에는 내화재를 시공하여 가스화기를 
보호하면서 열효율을 높여주게 되는데, 이때 내
화재의 정확한 선정과 내화재의 형상설계에 대한 
사항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석탄 가스화를 통한 합성석유 생산 공정 
개발을 위하여 석탄 가스화기에 적용할 수 있는 
국산 내화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성분의 
내화재들을 대상으로 물성 시험과 회전 침식 시
험 등을 진행함으로써 국산 내화재의 석탄 가스
화기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2. 내화재 손상

일반적으로 고온의 운전조건으로부터 가스화
기를 보호하기 위한 내화재의 손상은 Fig. 1에 
나타낸 바와같이 크게 재질적인 문제와 가스화기 
설비상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스화기 
설비상의 문제는 주로 설계, 설치, 운전상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내화재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인 재질적인 
측면은 다시 화학적 침식과 물리적 손상으로 구
분되는데, 화학적 침식은 주로 고온의 용융 슬랙
에 의한 침식과 고온의 가스 또는 용융염에 의한 
침식 등에 의하여 진행되며, 물리적 손상은 열충
격이나 내화재의 구조적 문제에 의하여 금이 가
는 현상과 고온 용융 슬랙의 내화재 내부 침투, 
고속의 입자에 의한 침식 등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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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uses of refractory wear of slagging 
type gasifier

슬래깅 방식의 가스화기에 있어서 현재까지 
해외에서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내화재의 손상 
단계는 Fig. 2에 나타낸 바와같이 1단계로 가스
화기의 고온 승온 과정에서 내화재의 균열이 발
생하고, 2단계로 열전 스트레스로 인해 끝단에서
의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3단계로 용융 슬랙
에 의한 표면부식 및 내부로의 침투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4단계로 내화재 
끝단의 계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크렉이 세로 
방향으로 발생하면서 5단계로 이러한 크렉들이 

합쳐지며 내부에 공간이 발생하여 내화재가 쪼개
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6단계로 결국 내화
재가 탈리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스화
기의 운전중 이러한 3단계에서 5단계의 현상이 
반복되면서 내화재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내부 균열 발생

열적 Stress로 인한 끝단
갈라짐 발생

용융 슬랙에 의한 표면부식

및 침투 발생

Stress 누적으로 인한 Crack
발생

균열이 합쳐지며 내부에 공간

발생 및 쪼개짐 시작

내화재 탈리
(3~5 단계 반복)

Fig. 2 Stages of refractory wear

3. 실험 장치 및 방법

회전 침식 시험은 용융 슬랙에 의한 내화재의 
침식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편이 장착된 몸
체를 회전시키며 진행하는 기본적인 시험 방법으
로서, 본 연구에서는 내화재를 침식 시험이 가능
한 형태의 시편으로 제작한 후 드럼 형태의 침식 
시험장치에 8각으로 구성된 시편을 장착하고, 회
전 침식 시험장치를 산소와 LPG 버너를 이용하여  
1,550~1,650℃의 조건으로 가열한 후, 내화재 시
편을 회전시키면서 일정량의 슬랙을 30분 간격으
로 계속해서 투입하며 48시간 이상 시험을 진행
하였다. 그리고, 침식 시험이 끝난 후 시험이 완
료된 후에는 내화재 시편을 해체하여 초기 상태 
대비 침식된 깊이를 측정함으로써 침식지수를 평
가하였다.

내화재시편제작 거치대에시편장착

시편고정시험장치가열

Slag투입 자연냉각

시편거치

보온재첨가

시편해체

Fig. 3 Procedures of high temperature rotary 
sla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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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험 대상 시편들의 기초적인 물성 파
악을 위하여 밀도, 기공율, 흡수율 및 압축강도 
측정 시험을 진행하였다.

4. 실험 결과

3.1 슬랙 시료 분석

회전 침식 시험에서 사용한 슬랙 시료의 화학
적 조성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은데, 이 결과
에 의하면 슬랙 조성의 대부분은 Al2O3와 SiO2 성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 CaO, MgO,  
Cr2O3 등의 기타 성분이 소량씩 포함된 것으로 분
석되었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lag

Chemical
Composition

Al2O3 SiO2 Na2O MgO CaO Fe2O3 Cr2O3

wt. % 21.0 53.0 1.20 1.62 5.98 11.0 3.67

3.2 미량 첨가물 첨가 특성 시험

일반적으로 크롬 내화재의 경우 크롬 함량이 
증가할수록 내침식성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며, 
본 연구에서는 크롬 내화재의 물성 강화를 위하
여 인산염 화합물인 AlPO4를 1%, 3%, 5%, 9% 각
각 첨가하는 조건으로 시편을 제작하여 기초 물
성 시험 및 회전 침식 시험을 진행하였는데, 시
험 결과 Fig. 4에 나타낸 바와같이 AlPO4 1%를 
첨가하였을 때 크롬 내화재의 강도는 크게 변하
지 않으면서 내침식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AlPO4를 3% 첨가하였을 경
우에도 내침식성이 일부 증가하나 5%, 9% 첨가시
에는 오히려 크게 감소하며, 강도는 AlPO4 첨가
시 첨수량 및 기공율 증가에 따라 조금씩 약해지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0%             1%             3%             5%             9%
Cr 내화재의AlPO4첨가량

내

침

식

성

강

도

증가 증가

Fig. 4 Erosion characteristics of chrome 
refractory according to AlPO4 addition

그리고, 이와같이 AlPO4를 1% 적용시 내화재의 
내침식성이 향상되는 원인은 내화재의 열간 강도
를 향상시키고 고온에서 내화재 재질의 치밀화를 
유도함으로써 용융 슬랙의 접촉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슬래깅 방식 가스
화 반응기의 운전시 기존 내화재에 비해 장시간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3 캐스타블과 브릭의 비교 시험

일반적으로 내화재의 특성 평가시 기공율과 
흡수율이 작을수록 내화재의 조직이 치밀하여 기
본물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데, 본 연구를 위
하여 제작한 크롬 20% 및 40% 내화재에 대해 
AlPO4 1% 첨가 캐스타블 및 브릭 내화재 시편의 
기본물성 분석결과 Table 2에 나타낸 바와같이 
캐스타블 내화재에 비하여 브릭 내화재가 기공율
과 흡수율이 모두 작은 값을 가짐으로써 기본물
성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castable and 
brick refractory

Physical
Property

Castable Brick

Cr20% Cr40% Cr20% Cr40%

Refractory
Density [g/cm3]

3.18 3.30 3.28 3.35

Apparent
Porosity [%]

21.89 22.68 19.93 21.98 

Absorption
Rate [%]

5.53 5.53 4.89 5.27

그리고, 제작된 내화재 시편에 대해 압축강도 
측정시험을 진행하였는데, Table 3의 결과에 나
타내었듯이 브릭 내화재가 캐스타블 내화재에 비
하여 월등히 우수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측정
되었다.   

Table 3 Compressive strength of castable and 
brick refractory

Analysis
Castable Brick 

Cr20% Cr40% Cr20% Cr40%

Compressive
Strength [kg/cm2]

822 918 1,963 1,838

그리고, 각 시편에 대하여 고온 용융 슬랙을 
적용한 회전침식 시험 결과, Fig. 5에 나타낸 것
처럼 Cr 40% 브릭 > Cr 40% 캐스타블 > Cr 20% 
브릭 > Cr 20% 캐스타블의 순으로 내침식성이 감
소하는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크롬 함량이 증가
함에 따라 내침식성이 증가하며 동일한 크롬 함
량의 내화재일 경우 브릭이 캐스타블에 비하여 
내침식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Species Cr20% Cr40%

Castable

Brick

Fig. 5 Samples of castable and brick 
refractory after rotary sla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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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내화재 침식 전산해석

가스화기로의 석탄 공급 방식에 따라 내화재 
벽면에서 석탄 입자에 의한 내화재 침식 정도를 
예측하고자 전산해석을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에
서는 하류형 1 nozzle top feeding 방식과 4 
nozzle side feeding 방식의 2가지 공급방식을 
대상으로 비교하였으며, 일차적으로 가스화 반응
을 제외한 cold flow simplification 모델을 이
용하여 유동 패턴을 먼저 파악한 후 particle 
tracking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Fig. 6에 나타낸 가스화기 내부에서 미분탄 입
자에 의한 particle tracking 해석결과를 살펴보
면 하류형 1 nozzle top feeding 방식의 경우 혼
합을 위해 별도 공급된 O2+Steam으로 인해 선회
류가 형성되는 반면에, 4 nozzle side feeding 
방식의 경우 tangential 방향으로 미분탄이 공급
되면서 가스화기 내부 내화재 벽면 전체에 비교
적 균일하게 선회류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a) Top feeding        (b) Side feeding

Fig. 6 Particle tracking in the gasifier

그리고, Fig. 7에 나타낸 가스화기 내부 내화
재의 침식 정도에 대한 해석결과에 의하면, 1 
nozzle top feeding 방식의 경우 가스화기 하부
의 슬랙탭 부분에서 침식이 일부 발생하는 것으
로 해석되었으나, 4 nozzle side feeding 방식의 
경우 가스화기 출구 뿐만 아니라 내벽을 따라 회
전하면서 침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
한, 전산해석에 가스화 반응 포함시에는 공급되
는 석탄입자가 반응하게 되므로 내화재의 침식 
정도는 본 결과에 비해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 Top feeding        (b) Side feeding

Fig. 7 Erosion of gasifier refractory 

5. 결 론
 

슬래깅 방식의 석탄 가스화기 적용을 위한 내
화재 선정기술 개발을 위하여 인산염 성분인 
AlPO4를 1%, 3%, 5%, 9% 각각 첨가한 크롬 내화
재 시편을 제작하여 기초 물성시험 및 회전 침식 
시험을 실시한 결과, 크롬 내화재에 AlPO4 성분
을 5%, 9% 첨가하였을 경우에는 과량 첨가로 인
하여 오히려 내화재 시편의 물성과 내침식성이 
크게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 첨
가시 크롬 내화재 시편의 강도는 그대로 유지하
면서 내침식성이 20% 이상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슬래깅 방식의 석탄 가스화기에서 용
융 슬랙과의 접촉이 빈번한 부분에 적용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AlPO4 1%를 첨가한 크롬 재질의 캐스
타블 및 브릭 내화재의 비교 시험에서 브릭 내화
재의 경우 강도와 내침식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고온에서 spalling 현상에 따른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캐스타블 내화재
에 비하여 제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
로 내화재와 용융 슬랙의 접촉 빈도에 따라 적절
한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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