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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of Electrical Power and Electrodes for

Melting Process of Alumina in Arc Furnace with a Change

of Particle Size

Lee, Yong–Seok

Advisor: Prof. Kim, Nam-Hoon, Ph. D.

Department of Electrical Technology Convergence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Chosun University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melting of alumina in arc electric furnaces

should be observed for excessive power consumption and changes in

graphite electrode rod mixing consumption. The arc electric furnace is

different from a general induction furnace, in which the charged material is

directly exposed to the electric arc and alumina is directly contacted and

charged; therefore, alumina was melted by using heat with a large current.

The size of the alumina to be melted is between 50 and 90 μm.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purchase more than 98% of the raw materials for

manufacture of alumina in consideration of the size of the input at the time

of purchase. The size of the inlet causes the quality and economic loss of

melted alumina, such as power usage and impurities in electrode bars.

In this thesis, the power consumption and condition characteristics of

graphite electrode rods were investigated, which are two aspects of alumina

size's perspective on melting with arc electricity. Based on these data, the

operation criteria were prepared based on the reference values of electric

power consump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de rods during me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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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with a change of the size of alumina raw materials. It is believed

that this can lead to improved operation of the arc electric furnace by

creating more scientific and systematic standards, proper power

consumption, and minimization of graphite electrode consumption, thereby

reducing economic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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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세기 경제는 산업전반에 철을 사용하고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었고, 제

철과 관련된 업종이 늘어나면서 철을 녹이는 근원적인 방법중에 하나인 아크 

전기로(Electric Arc Furance)를 사용하여지고 있다. 아크 전기로는 대전된 물

질이 전기 아크에 직접 노출되고 로(爐) 터미널의 전류가 대전된 물질을 통과

한다는 점에서 유도로와 다르다 [1]. 1801년 헨리 모에스는  흑연 전극 사이에

서 전기적 아크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관측하였다 [1]. 이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가 생겨나고, 인류는 열에너지 등을 이용한 전기적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발전하였다. 이러한 기회를 계기로 영국 등 세계의 여러 곳에 발전

소가 생겨나고, 전기를 이용한 용융은 철 외에 알루미나 등으로 확대되어서, 

각종 내화물 및 연마재 용도로 이용되는 용융 알루미나를 생산할 수 있게 된

다. 아크 용융 알루미나는 탄화규소(SiC)나 보론카바이드(B4C) 등과 함께 뛰어

난 연마재(abrasive materials)로 사용되고 있고, 순수한 상태에서 높은 녹는

점(melting point)을 가지며, 고온에서 화학적 안정성과 높은 강도 때문에 내

화재료 등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용융 알루미나(fused alumina) 공업

의 시발은 1893년과 1894년에 프랑스의 Werlein과 독일의 Hassla-cher가 금강

사 용용에 관한 특허를 낸 것이 시초였고, 그 후 1895년에 Werlein이 금강사 

대신 소성 보크사이트(Calcined Bauxite)를 사용하여 용융시킴으로써 그전의 

특허를 수정하게 됐다. 1900년에 Jacobs가 이동 이 가능한 알루미늄 포트 

(Pot)사용하여서 냉각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더욱 뛰어난 특성을 가진 용융 알

루미나를 얻게 됐다. 한편 전기로 발전 과정은 1889년 프랑스 Heroult에 의해 

전기로 제강법이 틀이 잡혀지고, 여러 사람의 경험과 노력으로 1890년 초 전기

로 제강법의 틀이 완성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내화물 및 연마재로 사용 되어지는 용융 알루미나 제조를 위

한 가소 알루미나(calcined alumina)원료를 이용한 용융 시 입도(particle 

size)에 따른 아크 전기로의 전력 사용량 및 흑연 전극봉 소모량과의 상관관계 

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기반으로 아크 전기로 운영 및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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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나 제조 시 기존의 부적절한 기준값을 재조정하고 운영기준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표준화 정착과 이에 따른 아크 

전기로  운전의 향상으로 불필요한 전력 낭비와 흑연 전극봉의 소모로 이어지

는 경제적 손실 발생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하여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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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아크 전기로 특성

1. 아크 전기로 k-factor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전기로는 전기적 관점과 함께 고온의 화학용기로서 그 

지름, 모양, 깊이, 전극봉 크기 등에 관한 조사가 연구되어 지고, 이를 바탕으

로 각 용융 물질에 따라 적합한 아크 전기로를 고안하게 하였다. 1920년 

Andreac는 Electrode Periphery Resistance 개념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냈다 

[1]. 

                             


                                (1)   

이 때 k는 전극 주위 저항(electrode periphery resistance), E는 전극-접지 

전압(Electrode-to-ground voltage), I는 전극당 전류(currrent per 

electrode), d는 전극봉 직경(eletrode diameter, inches)이다.

다양한  아크 전기로의  데이터와 운전조건 등을 참조하여 확립한 식 (1)  

k-factor는 전극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유도된 열량은 고온 영역(high 

temperature zone)에 잠긴 전극으로부터 유도된 열량과 같다는 개념을 식에 포

함시키게 되었고, 전극 주위 저항이 일정하다면 전극의 전력 밀도가 일정하다

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전기적 조건과 금속학적 결과들 사이의 관계

를 연구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식 (1)을 바탕으로 가소 알루미나의 용융 시 아크 전기로의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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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specification)들은 추정값을 가지고 있다 [2].

표 1. k -factor 와 전기로 사양.

2. 전극봉 규격

아크 전기로의 전극봉 규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운영 시에 대해 예상되는 

전류밀도(current density)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는 전체적인 

소요 전력을 대략적으로 결정하고, 다음에 경제적 관점에서 전기로의 제작비를 

최저로 설계하기 위해 가능한 최고의 전류밀도를 낼 수 있도록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기로에서 최대의 생산량을 낼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 전극봉이 

허용 할 수 있는 최대의 부하를 전기로에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

으로 이러한 최대의 생산량은 적정 운전 조건과는 일치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다 일치된 설계를 하기 위해 용융 야금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전

극봉 규격 이외에 다른 요소 즉 적절한 한계 요소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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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전류밀도만을 감안하여 전극봉을 선택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다. 이것은 

용융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전류밀도가 좋은 전극봉 쪽으로만 치우치는 한계가 

있다. 물론 전류 밀도를 적절히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로를 설계할 

때 필요한 다양한 전기적 조건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탄소 전극(carbon 

electrode )에 대해 일반적으로 전류밀도 값을 나타내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1][5].           

                           


                                 (2)

                      

이 때, C는 전류밀도(Current Density, Amp/sq in) D는 전극봉 직경(electrode 

diameter, inches)를 나타낸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가소 알루미나 아크 전기로 (Arc Furance) 전극 싸

이즈 결정은 Power Density 와 K -Factor 에 의행 이루어진다. 전력 밀도의 선

정은 여러 가지 축적된  경험이나 변압기 ( Transformer) 용량 한계 리액턴스

(Reactance) 등을 고려 하여 이에 상응한 k-fator 를 얻을수 있도록 하고 ,최

종적으로 여기서 선정된 값을 기본으로 하고 전극  전류 밀도를 결정한다.

                

              표2. 용융 물질에 따른 아크전기로 k -factors 

Materials k-factors

인(Phosphorous) 0.75 ~ 1.00

페로 망간(Ferromancan) 0.08 ~ 0.13

알루미나(Alumina) 0.96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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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용융 알루미나 아크 전기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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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크전기로 반응 영역과 직경

반응영역(reaction zone)과 로의 직경(crucible diameter)을 설계할 때, 아

크 전기로에서 전력 소비는 면적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으므로 반응영역의 크

기나 이와 관련된 전극 간극을 가정할 수 있다. 그림 2는 전극봉을 삼각형으로 

배열할 때 최소 반응영역 직경과 전극 간극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2에

서 최소 반응영역은  각 전극에서 그려진  끝이 닿는 크기이다. 일반적으로 삼

각형 개념에서 최소 반응영역 의 직경DR은  전극 간격과 같고, 최소 전기로 직

경(DF)은 각 전극 최소 반응영역의 외주와 같고 이것은 각 전극 간극의 2.16배

에 해당한다 [1][5]. 즉, 

               

                          DF=2( H + S/2) =2.16S                       (3)

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때 DR은 S와 같고, DF는 로의 직경,H는 삼각형의 중

심에서 각전극 중심의 연장선이다.

   

    그림 2. 최적  전기로 반응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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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사선 부분은 전기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종의 음영지역(dead 

spot) 임을 나타낸다. 세 반응 영역이 겹치는 중앙부분은 아크 전기로에서 매

우 활동적이고 제어할수 없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영역이다. 이와 같이 최적 반

응영역 조건은 각 전극 반응대 영역이 음영지역나 과반응영역(overactive 

area)가 없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1]

4. 아크 전기로 Shell Diameter

아크 전기로 실제  쉘(shell) 직경을 결정하는 기본식에 용융 구역이 전기로 

쉘에 실제 접촉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약간의 여유분인 1.15×DF를 더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전기로 설계에 있어서 전극봉을 연결한 삼각

형 중심을 앞쪽으로 약간 이동 시키도록 한다. 전기로 크기를 판단한는 기준은 

전극봉 면적과 중앙까지의 거리이다. 전극봉 면적과 반응영역 의 거리는 다음 

식으로 나타내어진다.[1]

                         





                                (4) 

이 때 S는 전극간 거리(각 전극 중심점), DE는 전극봉 직경을 나타낸다

4. 3상 교류 관계식

전기적인 관계식은 4변형 휠 공식으로 간단하게 매칭 표현 할수 있다. 전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


                               (5)



- 9 -

                      ××


                                 (6)

                      ×


                                      (7)

아크 전기로는 전력 단위가 큼으로, 피상전력을 MVA 값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8)

                      
××

                               (9)

                       


                                   (10)

이 때 MW는  유효전력(active power), MVA는 피상전력(apparent power), MVAR

는 무효전력(reactive power), P.F.는 역률(power factor , Cosθ)를 의미한

다.

                                               

그림 3. 3상 교류 4변형 휠 관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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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 전기로의 3가지 성분, 유효전력(MW) , 피상전력(MVA), 무효전력(MAVR)  

값은 삼각함수 공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상 전극봉에 가하

여 지는 전력값은  넓은 범위의 전압값과 대전류를 조절 가능할 수 있는 아크 

전용 변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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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흑연 전극봉

용융 알루미나에 유입되어 나쁜 영향을 주는 물질은 흑연 전극봉(graphite  

electrode)에서 유입되는 탄소(carbon)이다. 탄소 유입은 흑연 전극봉에서 발

생하는 탄소분말(carbon powder)에서 기인한다. 흑연 알갱이들은 용융 시 용융

물 상부에 떠다니므로 제거 할 수 있다. 이는 전극이 너무 낮게 위치해 있거

나, 전극이 용융물 안으로 잠겨 있거나, 잠기지 않는 전극에 너무 많은 에너지

가 공급되는 등의 이유 중 하나이다. 흑연 전극의  집진성분(ash, 분진)로부터 

혼입된 불순물은 다음과 같이 규격화 할 수 있다 [2].

만일 철(Fe) 함량이 0.4%인 전극 4.45kg이 소모되었다면 약 0.027kg의 Fe가 

용탕 안으로 유입됨을 알 수 있다. 흑연 전극은 고온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표면이 쉽게 벗거져 나가는 약한 탄소 층으로 변질된다. 이러한 표면의 변질

(붕괴)는 탄소 골재와 알루미나 성질차이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4].

그림 4. 용융 알루미나 전극봉과 용융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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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 전극은 전기로에 전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흑연 재

료는 고온을 견딜 수 있고 우수한 전기 전도체이기 때문에 사용된다. 전극이 

스크랩 근처에 있으면 아크가 생성되고 전기 회로가 형성된다. 이 아크는 스크

랩을 녹이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를 제공하고, 전압이 높을수록 아크는 길어진

다. 운전 목표는 항상 제공된 힘을 고르게 흡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압 판독 

값에 따라 전극을 올리거나 내려야 한다. 아크 전기로를 작동하려면 항상 로 

전기 매개 변수를 주의깊게 모니터링 해야한다. 탭 설정, 즉 미리 정의된 전압 

및 전류의 조합을 조정함으로써, 전기적 특성은 현재 작동 조건에 맞도록 변경 

될 수 있다.

그림 5. 용융 알루미나 흑연 전극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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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융 알루미나 제조 방법

용융 알루미나는 순수한 상태에서 높은 녹는점을 가지며, 고온에서 화화적 

안정성과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어 각종 내화물 및 연마재료로 사용된다. 용융 

시 대면하는 주요한 어려움은 불순물 유입에 의한 제품 불량, 높은 온도에 의

한 폭발사고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불순물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용탕 내에 첨가된 탄소 조각들과 원

료 이송 중에 발생하는 철 조각들이 알루미나 아크 전기로 내부에 분산되어 있

기 때문에 이러한 금속성 분진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용용 알루미나의 품질 차

이는 알루미나 함량, 불순물들의 종류, 양, 결정 크기로 구분 된다. 용융 알루

미나의 성분은 표 3과 같다. [5] 결정 크기는 급냉 시는 약 300µm이고, 서냉 

시는 큰 결정인 약 1000µm이다. 

표 3. 용융 알루미나의 성분

Element %

Al2O3 94 ~ 96

TiO2 2 ~ 3.5

SiO2 1 ~  2

Fe2O3, ZrO2, CaO, MgO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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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가소 알루미나 제조

    

               그림 6.  가소 알루미나 제조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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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 알루미나는 보크사이트(bauxite)로부터 추출된 가소 알루미나를 사용한

다. 보크사이트는 자유수분 결정수를 포함해서 약 40% 정도를 함유하고 있어서 

직접 전기로에 공급하기는 곤란하다. 이러한 이유로 1 inch 이하로 분쇄해서 

로타리킬른(rotary kiln)에 투입하여 1100℃에서 가소시켜 수분을 1% 이하로 

만든 다음 전기로 원료로 사용한다. 

강옥은 알루미나 함량이 높은 광석을 사용하여야 경제적 이점이 있는데, 알

루미나 함량이 높은 것을 찾는 것이 점점 힘들어 지고, 현재는 85% 또는 89% 

정도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소 알루미나 생산 시 에너지 비용은 더욱더 증가된

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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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및 고찰

A. 가소 알루미나 원료 특성

1. 입도분포

           

아크 전기로에 사용되는 가소 알루미나 평균 입도(particle size)는 82.59㎛ 

와 57.76㎛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료 1에 분포도에 따른면 +75μm 입도가 60% 

이상을 차지하며 전체적으로 입자의 분포가 골재 쪽에 가깝게 나타나고, 이와 

반대로 시료 2에서는 +75μm 입도 분포가 22.3%로 나타난다. 이는 시료 2의 전

체적인 입자의 분포는 시료 1에 비해서 미분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이유는 골재와 미분이 비율로 평균 입도의 분포가 측정되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 가소 알루미나 입도 특성 

구분
시험 시료

시료 1(A-13) 시료 2(AC-34)

입도분포

+75μm [%] 60.1 22.3

75/45μm [%] 28.3 51.8

45/10μm [%] 1.7 17.4

-10μm [%] 9.9 8.5

평균입도 [μm] 82.59 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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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현미경 형상 

주사 전자 현미경(Field Emission Scan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을 통한 가소 알루미나 시료별 외부 형상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림 7과 

같이 시료1(82.59㎛)의 외부 표면은 매끄럽고 크기가 골재 쪽에 가깝게 나타난

다. 이와 반대로 그림 8과 같이 시료 2(57.76㎛)의 표면은 거칠고 크기가 미분

쪽에 가깝게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림 7. 시료 1(82.59㎛) 평균입도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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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시료 2(57.76㎛) 평균입도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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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험 방법

아크 전기로의 가소 알루미나 화학적, 물리적 성질 그리고 입도 분포를 분석 

측정 장비는 X-선 회절 분석기(X-ray diffractormeter), 형광 x-선 분석장치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입도분석기(Particle Size Analyser)를 

사용하였다 [7].

1. XRD(X-ray diffractometer)

     

                         그림 9. X-선 회절 분석기 

결정성 화합물이 미세한 결정 입자를 치밀하게 쌓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결정은 일정한 간격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가진다. 먼저 X-선 회절 분석기

(X-ray diffractometer, XRD)의 측정원리는 파장이 λ인 X-선을 결정 화합물에 

조사하면 Bragg's Law를 만족하는 조건에서 X-선의 파동 특성과 화합물의 내부 

원자의 규칙적인 배열에 의해 X선을 특정한 방향으로 회절 반사된다. 반사되는 

X-선의 각 θ에서 Bragg's 각 2θ를 회절각이라고 하며, 이들 회절 반사각은 

물질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물질의 결정 구조를 분석

한다. 결정상은 Bragg 법칙에 따라서 X-선을 회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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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11)

이 때, n은 정수, λ는 빛의 파장, d는 주기 구조의 폭, θ는 결정면과 입사빛

의 사이각을 나타낸다.

2. XRF(X-ray Fluorescence)

형광 X-선 분석장치(X-ray Fluorescence, XRF)의 X-선관(X-ray tube)은 전자

의 공급원이 필라멘트와 두 개의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공 상태에서 고

전압이 가해질 경우 필라멘트에서 튀어나온 전자가 음극 타겟(target)에 충돌

하고 충돌한 점에서 X-선이 발생 한다. 발생된 X - 선을 시료 표면에 조사하여 

시료로부터 발생되어지는 X- 선의 형광 파장을 분석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원소

들을 정량 분석하는 장비로서 12개 연속 측정이 가능하다 [8].

  

                      그림 10. 형광 X-선 분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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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도 분석기             

레이저 입도분석장치(laser particle size analyser)는 분말(powder) 혹은  

유제(emulsion) 등의 시료 입자크기 및 분포를 측정 하는 장비이다. 입도 분석

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입자의 크기는 실제 입자의 동일한 구(equivalent 

sphere)의 지름을 나타내어진다. 광회절 현상은 입자에 조사된 레이저가 입자

의 크기에 반비례하게 회절 되는 현상으로 큰 입자의  표면에서는 작은 각도

로, 작은 입자의 크기에서는 큰 각도로 레이져가 휘는 현상이다. 50㎛ 이하의 

미분에서는 미산란 이론에 의한 분산법칙인 레일리(Rayleigh) 산란, 미(Mie)산

란, 굴절, 반산, 흡광 모두를 감안한다.

     

그림 11. Mie 분산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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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레이저 입도 분석기

                그림 13. 레이저 입도분석기 입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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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아크 전기로 운전 조건

1. 아크로 전기로 전력

아크 전기로의 운전 방법은 Whiting Canda 제조사의 용융 알루미나 전기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운전 시 2.0MW 의 조건하에서 원료 공급 

(feeding) 속도를 변화시키며 제조 하였으며, 작업성 및 물성 화학시험 등을 

시행 하였다.

                

                     표 5. 아크 전기로의 조건   

전압 
A

OLTC 

(1TAP ~18TAP)
역률 MW

1차 2차

6,600V 220V 6,250 10 0.92 2.0   

    

그림 14. 아크 전기로의 운전 H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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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 아크 전기로 운전 시 각 상의 전류는 가소 알루미나 원료 공급에 의한 

접촉면 상태에 의한 전류 곡선이 변화하는 것을 나타낸다. 각 상의 전류 값의 

변동(fluctuation)은 가소 알루미나 원료의 공급  시 전극봉 접촉면 상태에 따

라서 변화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상의 2차측 전압은 220V OLT(on load tap 

changer)를 이용하여 일정항 품질에 용융 알루미나를 위한 적절한 전압 범위를 

유지하여 시간당 전력 2.O MW의 전력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5. 아크 전기로 전류 특성 

그림 16. 아크 전기로 전압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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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 전기로의 값을 모니터링 하였을 때,  역률은 1,410 kW/1,522 kVA로 

0.92를 나타낸다. 시간에 대한 전체 전력량(kWh)은 한 배치가 끝나는 시점을 

지나면서 다시 리셋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크 전기로의 여유로운 운전

을 위하여는 역률 관리를 90%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아크 전용 변압기를 사

용하며 , 피상전력(kVA)를 감안하여 운전해야 한다.

그림 17. 아크 전기로 순간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역률

그림 18. 아크 전기로 누적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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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도별 전력사용량  

                              

용융 알루미나의 제조 시 전극봉에 흐르는 전류는 6,500~7,500A 이고 이러한 

대전류로 인한 열이 발생하고 알루미나 녹는점 약 2,080℃에 이른다. 용융하기 

전 알루미나는 고체 분말 가루이다. 열의 전달은 전도·대류·복사를 통한 형

태로 에너지를 공급 한다. 전류가 증가하면 용융물(melt)과 아크(arc) 간 거리

는 줄어들려 하고, 전압이 상승하면 반대로 거리는 멀어지려 한다.

그림 19. 전류와 전압의 크기에 따른 아크 간격

                   

결과적으로 82.59㎛의 평균입도를 갖는 시료 1의 경우에는 평균 

1,370,775kWh의 전력을 사용하였고, 57.76㎛의 평균입도 갖는 시료 2의 경우에

는 평균 1,358,494kWh의 전력 사용량을 나타내었다. 입도별 전력 사용량은 시

료 1(82.59㎛) 평균 분포를 가진 알루미나가 5번의 실험 결과 전력량 사용량이 

더욱 큰 것으로 측정 되었다. 시료 2(57.76㎛)의 전력 사용량은 동일 품질의 

용융 알루미나 조건 하에서 시료 1에 비해서 적은 전력 투입으로 완성품을 생

산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입도의 골재 성분이 많아서 용융 

시 보다 많은 전력 밀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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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아크 전기로 전력 사용량  

구분
  전력 사용량 [kWh]

시료 1 (82.59㎛)   시료 2 (57.76㎛)

#1 1,396,535 1,384,466

#2 1,275,402 1,259,781

#3 1,398,852 1,389,639

#4 1,367,086 1,359,438

#5 1,415,998 1,399,146

그림 20. 용융 공정 누적 전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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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용융 알루미나 특성

1. 용융 알루미나 형상학적 특성                    

                                              

용융 알루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백색의 잉고트(ingot)를 꾸준히 얻는 

것이다. 이것은  순수한 가소 알루미나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해지고 Fe2O3, SiO2

등의 불순물을 억제하여야 한다 [5]. 흑연 전극봉은 용융 알루미나를 변색 시

키는 주원인데, 이러한 변색은 운전 중 흑연 전극봉의 잠김 현상과 원료의 골

재 성분 과다 그리고 운전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따

라서 가능한 흑연 전극봉 소모량을 최소화 시켜야 하고 알루미나의 원료 공급

을 미분화 하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용융 알루미나의 결정 형태에 따라서 내화물과 연마재용으로 사용되어진다. 

결정 크기가 작은 경우는 내화물용으로 결정 입자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연마재용은 결정 입자 크기가 크게 형성되어야만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3].

그림 21.  시료 1 (82.89㎛) 용융 알루미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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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시료 2 (52.79㎛) 용융 알루미나 형상 

2. 용융 알루미나  화학 성분 분석 

입도별 변화에 따른 화학성분은 82.89㎛ 분포에서 Fe2O3와 Na2O 성분이 다소 높

게 검출되었으며, 잉고트 제품에 대한 물성 시험은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았다. 

입도 82.89㎛ 제품의 색상은 전극봉의 소모가 많아짐으로 이로 인해 불순물이 혼입이 

증가 되면서 색상이 더 짙은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용융 알루미나의 성분 Fe2O3와 

Na2O가 높게 나타난 것은 흑연 전극봉에 소모량의 증가로 인해 다소 증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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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용융 알루미나 화학적 특성 

구분 위치
화학적 성분비 [%]

Fe2O3 Na2O

시료 1
   (82.89㎛)

상 0.02 0.272

중 0.025 0.439

하 0.010 0.130

평균 0.018 0.203

시료 2 
   (52.79㎛)

상 0.016 0.222

중 0.020 0.326

하 0.009 0.271

평균 0.015 0.306

       

그림 23. 시료 1(82.89㎛) 용융 알루미나 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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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시료 2(52.79㎛) 용융 알루미나 화학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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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흑연 전극봉 소모량의 특성

1. 전극봉 소모량 

흑연 전극봉(graphite electrode)과 관련하여 용융 알루미나 제조 시 전극봉 

분진(ash) 발생과 소모량을 측정 하였다. 소모량을 최소로 하여야 하고, 외부 

물질들이 반응 하지 못하도록 전극봉의 고온에서 상태 변화를 관찰 추적하였

다. 

교류(alternating current, AC) 아크 전기로는 3상의 전극봉을 사용하므로 

각 상별로 전극봉의 소모량의 특성도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적인 전기로의 알루미나 원료 공급에 의하여 전극봉 주위에 접촉되는 양에 

의하여 나타나고, 또한 전류에 의한 전극봉의 자동 반응은 변압기 2차측에 있

는 대전류용 CT(current transducer)에 감지되어 자동 제어 서보 앰프의 PID 

제어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5. 시료 1(82.89㎛) 전극봉 소모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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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시료 2(52.79㎛) 전극봉 소모량 변화

       

전극봉의 평균 소모량은 시료 1(82.49㎛)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상

별로 전극봉의 소모량은 흑연 전극봉 3번이 시료 2(57.76㎛)와 더불어 많은 것

으로 측정 된다. 전극봉 3번의 원료 공급량이 전극봉 1, 2번 보다 증가하여 아

크 화염에 의한 보다 많은 에너지가 공급되고 전극봉이 비산되는 형상이 나타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 입도의 차이가 안식각에 변화를 주어서  원료의 

흐름, 즉 유동성이 향상되어 진다. 안식각이 클수록 용융(melting) 효율은 올라

간다. 반대로 안식각이 작은 경우에는 효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이러한  이유로 전극봉 하단으로 유입되는 원료의 양이 과다하면 흑연 

전극봉의 소모량이 증가하여 검은색을 띄는  잉고트가 발생 되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분진(ash) 성분 분석

카본  분진(ash)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극이 너무 낮게 있거나 전극이 

용융물 안으로 잠겨 있거나 너무 과도한 에너지가 공급 되었을 경우 발생 되어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흑연 전극봉 주성분에 대한 분석치는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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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흑연 전극봉 분진 분석

  

  전극 (Ash) 분석 

성분 함량 (%)

Fe 0.02

Si 0.03
                   

   

흑연 전극은 고온에 계속 노출되어 있어 표면이 쉽게 벗겨져 약한 탄소 

층으로 변질된다. 이러한 표면 변화는 적지만 전극에 부하가 인가될 때에 

더 많은 양의 탄소가 용탕 안으로 유입된다. 결과적으로 평균 입도분포가 

57.76㎛인 가소 알루미나가 전극봉 소모량을 줄이고 그로부터 발생한 분진

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이로부터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전극봉에 흐르는 전류는 6,500~7,500A이고, 이러한 대전류로 인한 열을 

발생하여 알루미나 녹는점 약 2,080℃에 이른다. 열전달(heat transfer)은 

열의 대류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 영역에서 반응현상이 일어나 고온의 

반응가스가 발생한다. 실제 조업에서 열의 손실을 가능한 적게 하고, 로 표

면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스의 온도도 최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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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소 알루미나 입도에 따른 아크 전기로의 전력 사용량 및 전

극봉의 소모 상태를 실제 운전 실험과 각종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시행하였고,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알루미나 평균 입도가 52.79㎛에서의 전력 사용량은 미분이 많을수록 흐름성

은 느리지만, 아크 전기로 열전도에 대한 용융 관점에서 적은 열량으로 알루미

나의 용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평균 입도 86.79㎛에서

는 크기가 커지면서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 전력 전류 밀도의 반응 영역이 넓어

지면서 전력 사용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온도와 습도의 변화로 인한 

전력 사용량의 영향은 실험 전기로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미미한 수준으로 

사료된다.

전력 사용량 측정 변화에서 OLTC에 의한 운전 시 가변전압 190~220V를 변화

시키면서 운전을 하였지만, 전체적인 전류는 6500~6700A의 대전류를 가하여 전

체적인 사용량 측정 조건은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따라서 알루미나 평균 입도

가 작을수록 전력 사용량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흑연 전극봉은 아크 전기로에서 대전류를 직접 흘려 피가열물과 직접 접촉 

열을 발생시키는 역할로써 소모량은 86.79㎛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로 인한 분진 발생분에 대한 성분 검사와 소모량을 측정한 결과를 통하여 운

전 시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참조하여야 하겠다. 흑연 전극봉의 분

진 성분인 Si나 Fe 성분이 용융 알루미나에 제거되지 못하고 계속하여 존재하

여 반응하여 진다면, 전극봉과 멜트가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어 전극봉이 잠기

는 현상이 더욱 발생되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용융 알루미나 품질

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흑연 전극봉 선정 시 다양한 성분 및 사양을 고려하

여 운전을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을 바탕으로 가소 알루미나의 전력 사용량과 흑연 전극봉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다소 생소한 국내 가소 알루미나 아크  전기로에 가

장 적합한 규정을 제정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여 신뢰성을 향상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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