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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기 장입을 위한 미분광브리켓 제조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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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ironmaking, the optimal size of the iron ore charged into a blast furnace is generally 10-30 mm.

Oversized ores, which have a smaller reaction surface area, are crushed, while undersized ores, which

decrease permeability, undergo a sizing process before being charged into the blast furnace. Recently,

however, iron ore has been micronized, and there is less high-quality iron ore. Also, in accordance with the

Paris climate change accord, the Republic of Korea must reduce CO2 gas emissions by about 39% before 2030

to conserve the environment. In response, steelmakers have researched a sinter-briquette complex firing

process which employs a method of charging where the raw materials are sintered together with briquettes

made of ultra-fine ore. Extra heat is needed to sinter the briquettes. If the briquettes are broken during

transporting and charging, the sinter bed permeability decreases, which decreases productivity. In this study,

briquettes were made by changing manufacturing conditions such as moisture content, feeding speed, and

size, and were simulated by changing the pocket depth in a numerical analysis. Consequently, it was

determined that the compressive strength of the briquette was highest when moisture in the briquette was

6 wt%, in proportion to feeding speed and large particle size. Briquette density was in inverse proportion to

pocket depth, and when the depth was over 15 mm, the briquette was broken in the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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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선 공정에서 고로에 장입되는 철광석의 적정 입도는

일반적으로 10-30 mm가 바람직하다. 이보다 큰 광석은 상

대적으로 반응 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파쇄하여 사용하고

이보다 작은 광석은 고로 내 통기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괴상화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최근 제철 자원의 미분화 및

고품위 괴광석이 고갈됨에 따라 저품위 미분광을 활용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2015년에 체

결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한국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39% 감축해야한다 [1]. 특히, 철강업이 포함

된 제1차 금속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장 높기 때

문에 연료 사용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자원고갈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

기 위하여 여러 철강사에서는 미분광을 이용하여 제조한

브리켓을 기존 소결기에 장입하여 미분광 활용 및 열 에너

지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복합소성 공정(complex

firing process)에 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4]. 소결 공정은 그림 1과 같이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혼합하여 대차에 적층한 후 소결 베드 상부에서 점화

하면 대차 하부에서 흡인되는 공기를 따라 연소가 진행되

며 이 연소열에 의해 철광석의 소결이 진행된다. 복합소성

공정은 소결 공정에서 연소 방향에 따라 베드 하부에 누적

되는 과잉 열량 [5]을 미분광 브리켓의 소성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복합소성 공정에서 사용되는 브리켓이 이송 및 장입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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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파쇄된다면 소결 베드 내 통기성을 악화시킬 수 있

고 이는 곧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충분한 상온 강

도를 확보해야 하지만 소결 조건에서 사용되는 복합소성

공정용 브리켓의 제조 및 강도 특성에 대한 연구는 다수

보고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조건에 따

른 브리켓의 강도 특성을 실험 및 수치적 방법을 통해 조

사하였으며 [6], 이 결과를 토대로 브리켓의 적정 제조조건

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원료 준비 및 브리켓 제조

실험에 사용된 철광석의 성분은 표 1에 나타내었고 입도

분포는 약 5 kg의 시료를 입도 분리한 후 각각의 무게를

측정하여 표 2에 나타내었다. 수분 함량은 시료 50 g을

120 oC에서 12 시간 동안 건조한 후의 무게 변화를 통해

측정한 결과 약 4.4 wt%의 값을 얻었다.

브리켓은 상용화된 트윈 롤 브리켓터(twin roll briquetter)

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브리켓의 모양을 결정하는 포켓은

타원 2 개가 연결된 형태의 베개형이며 폭, 높이 및 깊이는

각각 40, 25, 8 mm이다. 롤 간격은 2 mm로 일정하게 유지

하였다. 브리켓터와 포켓의 자세한 형상은 그림 2를 통해 모

식적으로 나타내었다.

이렇게 제조된 브리켓의 강도는 인장기용 압축 지그를

사용하여 브리켓에 일방향으로 압축력을 가해 브리켓이 파

괴되는 순간의 하중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2.2 브리켓 가압 성형 시뮬레이션

2.2.1 개별요소법(Discrete element method)

브리켓 제조 조건 중 형상의 영향을 실험적으로 조사하

기 위해서는 포켓 형상을 변경하여 브리켓터의 롤을 교체

해야 하기 때문에 설비 제작에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모된

다. 따라서 효율적인인 연구를 수행하기 개별요소법(DEM)

을 활용한 수치적 방법을 검토하였다. 개별요소법은 분체

의 거동 해석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7-9]. 철광석, 코크스와 같은 고체 입자 원료를 다루는 제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iron ore (wt%).

Fe2O3 SiO2 Al2O3 CaO MnO MgO

85.93 9.30 4.55 0.07 0.08 0.07

Table 2. Size distribution of iron ore.

Size [mm] 4-2.8 2.8-1 1-0.5 -0.5

Ratio [wt%] 16.93 32.18 25.07 25.82

Fig. 1. Scheme of sintering process.

Fig. 2. Scheme of (a) twin roll briquette machine, (b)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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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공정에서는 최근 개별요소법을 활용한 연구가 다수 보

고되고 있다 [10-12]. 강체구여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다

고 가정한 입자들의 운동은 다음 지배방정식에 의해 계산

된다 [13]. 

(1)

(2)

여기서 mp, vp, t, NC, FC, Ff, Fg, Ip, ωp, Rp, FCS, Fr

은 각각 입자의 질량, 입자의 속도, 시간, 접촉한 입자 수,

입자간 접촉력, 유체에 의해 입자가 받는 힘, 입자에 작용

하는 중력, 관성 모멘트, 각속도, 입자의 반지름, 전단 방

향의 접촉력, 회전 저항력이다.

가압성형의 경우 입자의 소성 변형(plastic deformation)

이 수반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입자 접

촉 모델로 탄소성 모델을 사용하였다 [14]. 탄소성 모델은

입자의 소성 변형을 입자간 오버랩으로 표현하여 하중의

부하 상태를 계산하는 모델이며, 이 때 입자에 가해지는

힘 Fn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

여기서 K1, K2, δn, δ0는 각각 하중이 가해질 때의 강성,

하중이 제거될 때의 강성, 하중이 가해졌을 때의 오버랩

길이, 하중이 제거된 후 오버랩 길이이다.

2.2.2 입자 모델링 및 해석 조건

DEM 해석을 위한 입자 모델링에는 입자의 형상, 크기,

밀도, 포아송비, 영률과 같은 입자 물성과 상호작용계수인

반발계수, 정지마찰계수, 구름마찰계수가 필요하다. 입자 물

성 및 상호작용계수를 적절히 변경하면, 원료의 수분 함량

과 같은 물성에 의한 저항 혹은 반발력에 의해 생기는 거

동을 모사할 수 있다. 입자 물성은 입자 사이의 저항에 영

향을 주는 요소이다. 따라서 입자 물성을 적절히 변경하여

원료 사이의 저항을 모사할 수 있다. 먼저, 입자의 형태는

구형의 입자 3 개가 겹쳐진 형태를 사용하였다. 입자의 크

기는 표 2에 나타낸 광석 A의 입도 중 임의로 직경 1.9,

0.75, 0.25 mm의 세 가지 크기를 선정한 후 계산 시간 단

축을 위해 이러한 대표 입도의 두 배인 3.8, 1.5, 0.5

mm로 확대하여 해석 영역에서의 입자 수를 감소시켜 모

델링 하였다. Nakano 등 [15]은 유사한 시스템의 시뮬레

이션에서 입자 크기를 확대 적용한 경우에도 실제 조업과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이러한 입자 크기

의 스케일링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해석에 적용

하였다. 입자의 밀도는 실제 시료에서 측정된 4 g/cm3를

사용하였다. 포아송비의 경우 철광석은 일반적으로 0.2-0.3

의 값을 가지며 이 범위 내의 값을 사용할 경우 해석 결

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0.3으로 설정하였다.

철광석의 영률은 Asada 등 [16]이 제시한 기공도와의 관

계식을 통해 산출한 결과 10.79 MPa의 값을 얻었다.

입자의 상호작용계수는 입자의 거동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원료는 수분 함량에 따라 거동이 많

이 변하게 되며, 이는 입자의 상호작용계수를 적절히 변경

하여 모사가 가능하다. 입자의 반발계수는 그림 3(a)와 같

이 입자를 자유낙하 시킨 후 다시 튀어오르는 높이를 측정

하여 식 (4)를 통해 산출하였다.

(4)

mp

dvp

dt
------- Fc Ff Fg+ +( )

j i≠

N
c

∑=

Ip
dωp

dt
--------- Rp FCS Fr–( )

j i≠

N
c

∑=

Fn

K1δn          for loading          K1δn K2 δn δ0–( )<( )

K2 δn δ0–( ) for unloading/reloading δn δ0>( )

0               for unloading δn δ0≤( )⎩
⎪
⎨
⎪
⎧

–=

CR

h

θsin
----------
⎝ ⎠
⎛ ⎞ H⁄=

Fig. 3. Scheme of measuring method of interaction coefficient (a)
restitution, (b) static friction of particle to particle, (c) static friction
of particle to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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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R은 반발계수, h는 입자가 다시 튀어 올랐을 때

의 최대 높이, θ는 낙하 후 튀어 올랐을 때의 각도, H는

낙하 높이이다. 정지마찰계수는 그림 3(b), 3(c)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안식각을 측정하여 식 (5)를 통해 계산하였다.

(5)

여기서 µs는 정지마찰계수, θ는 입자의 안식각 혹은 입

자가 판에서 흘러내리는 순간의 각도이다. 구름마찰계수의

경우 실측이 어렵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앞서 측정한 입자

물성과 반발계수, 정마찰계수를 입력하여 그림 4와 같이

안식각 측정 실험과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역추적

하는 방법을 통해 계산하였다. 구름마찰계수 변화에 따른

안식각을 측정하여 그림 5에 도시하였다. 그 결과 입자–벽

간 구름마찰계수가 0.3, 입자–벽 간 구름마찰계수 역시 0.3

일 때 실제 시료에서 측정된 안식각 42.08o에 근접한

42.81o를 얻었으며 이를 본 해석의 구름마찰계수로 선정하

였다. 입자 모델링에 사용된 입자 물성 및 상호작용계수를

정리하여 표 3에 나타내었다.

해석에 사용된 롤 및 포켓의 형상은 그림 6에 나타낸

바와 같다. 포켓의 형상은 실험과는 달리 단일 베개형으로

단순화하였으며 폭과 높이를 각각 21 mm, 16 mm로 고

정한 상태에서 깊이를 3-16 mm까지 변화를 주어 해석을

수행하였다.

μs θtan=

Table 3. Particle properties and interaction coefficients for DEM
analysis.

Diameter

L 3.8

[mm]M 1.5

S 0.5

Density 4.00 [g/cm3]

Poisson’s ratio 0.3 [-]

Young’s modulus 10.79 [Mpa]

Restitution
Particle-particle 0.152

[-]

Particle-wall 0.288

Static Friction
Particle-particle 0.903

Particle-wall 0.8

Rolling Friction
Particle-particle 0..

Particle-wall 0.3

Fig. 4. Comparison of simulation with experiment for test rolling
friction. (a) front view and (b) top view for simulation, (c) front
view and (d) top view for experiment.

Fig. 5. Angle of repose to coefficient of rolling friction.

Fig. 6. Shape of roll and pocket for DEM analysis.



18 대한금속 ·재료학회지 제59권 제1호 (2021년 1월)

2.3 일방향 압축 실험 및 해석

탄소성 모델을 적용한 DEM 해석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단순한 시스템의 일방향 압축 실험과 해석을 수행

하였다. 내경 10 mm의 몰드에 시료 2 g을 채운 후 압축

하여 원통형 브리켓을 제조하였으며 성형압에 따른 브리켓

밀도를 비교하여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실험값과

DEM 해석에 따른 계산값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그 편

차는 0.045에서 0.053 g/cm3 정도로 근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본 해석에 사용된 탄소성 모델과 입자의 모델링 방

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분 함량의 영향

철광석의 수분 함량이 브리켓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기 위하여 수분 함량을 4-12 wt%까지 변화를 주어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원료의 입도는 2.8 mm 이하의 것

들을 사용하였고 원료 공급 속도는 원료 공급장치의 회전

속도를 통해 조절하였으며 20 RPM으로 고정하였다. 그림

8에 나타낸 수분 함량에 따른 압축강도를 보면 수분 함량

에 비례하여 6 wt%까지 강도가 증가한 후 이후부터는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수분 첨가 시 모세관력에 의

하여 입자간 결합이 유도되고 [17], 윤활제 역할을 하여

가압 시 입자의 재정렬을 용이하게 하여 입자간 접촉면을

증가시켜 밀도 증가 및 응력 분산을 유발하기 때문에 강도

가 증가하지만 [18]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수분이 과잉될 경

우 입자들을 이격시켜 접촉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여 강도

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원료 공급 속도의 영향

트윈 롤 브리켓터를 통해 연속적으로 제조되는 브리켓의

밀도는 원료 공급 속도의 영향을 받고, 브리켓의 밀도는

강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료 공급 속도가 브리켓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원료 공급 장치의 회전 속도에 변화를 주어 강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이 때의 수

분 함량은 광석 A가 자체적으로 함유한 4.4 wt%로 고정

하였다. 그 결과 본 실험조건에서는 브리켓이 제조되어 형

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8 RPM 이상의 속도로 공

급되어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급 속도에 비례하

여 강도가 대폭 증가하였고, 원료 입도가 2.8 mm 이하일

때보다 4 mm 이하일 경우의 강도가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크기가 다른 입자들이 혼재된 경우

큰 입자 사이의 공간에 작은 입자가 침투하여 공극률이 감

소하게 되어 [19] 브리켓 밀도가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 것

으로 사료된다.

Fig. 7. Briquette density with molding pressure.

Fig. 8. Compressive strength with moisture content.

Fig. 9. Compressive strength with screw feeder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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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료 입도의 영향

3.2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트윈 롤 브리켓터를 이용한

가압 성형에 있어서 원료의 입도 역시 상당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개별

요소법을 활용한 가압 성형 시뮬레이션을 수항하여 브리켓

내 압축력 분포를 분석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포켓의 깊이

는 10 mm로 고정하였다. 가압 성형 과정에서 각각의 입

자가 받는 압축력을 나타낸 그림 10를 보면 입도 분포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큰 입자가 작은 입자에 비해 더 큰

힘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브리

켓의 강도 발현에 있어서 큰 입자는 하중의 부하를 견디는

역할을, 작은 입자는 하중을 큰 입자에 전달하는 매트릭스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4 포켓 깊이의 영향

복합소성 공정으로 제조된 미분광 브리켓의 기존 제품인

소결광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결 공정에 대응한

생산속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트윈 롤 브리켓터의 경우

브리켓 체적 증가를 위해 포켓의 깊이를 증가시키면 단위

시간당 생산량은 증대되지만, 성형 과정에서 브리켓 내부까

지 전달되는 가압력이 부족하여 강도가 감소할 수 있다. 따

라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적정 브리켓 형상을 도출하기 위하여 포켓 깊이 변화에 따

른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때의 브리켓 내 압축력 분포를

비교하였다. 포켓의 폭과 높이는 각각 21 mm, 16 mm로

고정한 상태에서 깊이를 3-16 mm까지 변화시켰다. 가압 성

형 중 브리켓 내 입자가 받는 압축력 분포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포켓의 깊이가 깊을 경우 깊이에 따라 입자가

받는 압축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깊이가

15 mm 이상에서는 그림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브리켓이

성형 후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그림 13을 보면

포켓 내 원료 충진률이 포켓 깊이에 반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깊이가 8 mm 이상이 되면 충진

률 감소에 더불어 불균일한 충진 상태를 나타냄을 확인하

였다. 이는 포켓 깊이가 수평 방향으로 증가하는 반면, 원

료의 공급은 수직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켓 내 원

료 충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브리켓 밀도가 감소

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생산성 증대

를 위해 포켓 깊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원료 공급 속도

를 더욱 증가시키거나, 원료 공급 시 수직 방향으로 물리

적은 압력을 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충분한 충진률 확보

Fig. 10. Compressive force distribution in the briquette with
different particle size.

Fig. 11. Compressive force distribution in the briquette with pocket
depth (a) d = 5 mm, (b) d = 10 mm (c) d = 15 mm.

Fig. 12. Compacting simulation with time step on pocket depth is
1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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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5 향후 계획

원료 투입 속도, 포켓의 종횡비에 따른 브리켓의 강도는

원료에 따라 다를 것이며 이는 생산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

한 내용이다. 따라서 원료 종류에 따른 최적 제조 조건 도

출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저급 미분광의 유효 활용 및 CO2 배출량 저

감을 목적으로 개발된 소결기를 이용한 복합소성 공정에서

소결 원료와 함께 장입되는 미분광 브리켓의 적용 가능성

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조 조건에 따른 강도 특성을 조사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브리켓 제조 시 수분 함량이 6 wt%일 경우 가장 높

은 강도를 얻었으며 그 이후 수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강도

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과량의 수분이 입자

사이에 위치하여 입자를 이격시키고 접촉 면적을 감소시켜

응력의 분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브리켓 제조에 사용되는 미분광의 경우 전

처리를 통한 수분 함량 제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트윈 롤 브리켓팅에 있어서 브리켓 제조에 필요한 최

소 원료 공급 속도가 존재하며 이에 비례하여 브리켓의 강

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포켓 내 충진률 증

가에 영향을 미쳐 브리켓 밀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3. 원료의 최대 입도가 클수록 브리켓 강도가 증가하였는

데, 이는 큰 입자가 하중의 부하를 견디는 역할을 함과 동시

에 큰 입자 사이의 공간을 작은 입자가 매워줌으로서 기공

감소에 따른 밀도 증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4. 포켓의 깊이 증가에 따라 브리켓 밀도는 감소하였으

며 특히 깊이가 15 mm 이상일 경우 브리켓의 성형 후

파괴 현상이 나타남을 수치해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수직 방향으로 공급되는 원료가 수평 방향으로의 포켓 깊

이 증가 시 충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 증대를 위해 포켓 깊이 증가 시 브리켓 강

도가 확보되는 포켓 깊이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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