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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칼슘에 의한 타이타늄 스크랩의 탈산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타이타늄 스크랩의 탈산에 미치는 스크랩과 칼슘의 질

량비, 반응시간, 반응온도, 입자크기, 그리고 산세조건의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실험은 Ar 분위기의 밀폐된 스테인리스강제 반

응기 내에서 30분에서 90분까지 실시하였다. 반응온도 1000oC, Ti/Ca의 질량비 2.5인 조건에서 30분 동안의 칼슘 열환원반응에 의

해 타이타늄 스크랩의 산소농도는 0.54에서 0.19 wt%로 감소하였다. Ti/Ca의 질량비 2.5에서 30분 동안 1100oC에서 탈산한 타이타

늄 스크랩의 산소농도는 최저 0.126 wt%를 나타내었다.

주제어 : 타이타늄 스크랩, 칼슘 열환원, 탈산, 산소농도

Abstract

In this study, deoxidation of Ti scrap using liquid calcium was investigated.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a closed stainless

steel chamber under Ar atmosphere during 30 to 90 minutes. Oxygen content of Ti scrap was reduced from 0.54 to 0.19 wt%

by calciothermic reduction in 30 minutes at 1000oC and 2.5 Ti/Ca mass ratio. By the calciothermic reduction of Ti scrap for 30 minutes

under the reaction temperature of 1100oC and 2.5 Ti/Ca mass, a minimum oxygen content of about 0.126 wt% in Ti scrap was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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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타이타늄은 밀도가 4.54 g/cm3으로 철강 재료에 비해

매우 낮고 중량에 대한 비강도가 크며(강의 2배, 알루

미늄의 6배) 내식 및 내열성이 우수한 재료로 그 수요

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타이타늄은 지각에서 9번

째로 풍부한 원소이지만, 용융점이 높고(1668oC), 산소,

질소, 탄소와의 반응성과 친화력이 매우 크다. 그리고

금속 타이타늄 중으로의 산소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산

화 타이타늄으로부터 직접제련에 의한 고순도 타이타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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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조가 곤란하다.1) 따라서 고순도의 타이타늄은 정

제된 사염화 타이타늄(TiCl4)을 용융 마그네슘으로 환원

하여 스펀지 타이타늄으로 만드는 Kroll법2)에 의해 제

조되고 있다. 

한편 타이타늄의 높은 반응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용해 및 주조가 곤란하고, 주조한 잉곳도 단

조, 압연 및 절삭가공이 어렵기 때문에 타이타늄이나 타

이타늄 합금분말을 이용하여 제품형상으로 성형하는 분

말야금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3) 이러한 분말야금법에

의한 성형이나 소결과정에서 다량의 스크랩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스크랩의 재활용 기술이 전무하여 국내에서 발생된 타

이타늄 스크랩의 90% 이상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실

정이므로,4) 이러한 타이타늄 스크랩의 재활용을 위하여

활발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Seo 등은 DC-ESR

(Direct Current Electro Slag Remelting)법을 이용하여

타이타늄 스크랩을 재용해하여 슬래그 조성에 따라 스

크랩보다 낮은 산소농도의 잉곳을 제조하였다.5) Oh 등

은 타이타늄 선삭 스크랩으로부터 아크용 소모성 전극

제조를 위해 20분간의 진공아크 용해에 의해 약 43%

의 철 성분을 제거하였으며, 약 60% 이상의 산소를 제

거하였으나 최종 산소농도는 0.32 wt%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4) 

한편, 타이타늄 중에 고용되어 있는 산소는 열역학적

으로 매우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체 타이타늄으로

부터 산소를 직접 제거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타이타늄 스크랩 중의 산소는 대

부분 표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한 환원제를 이용하

면 쉽게 탈산할 수 있을 것이다. 환원 탈산제로는 산소

와의 친화력이 매우 커야 하고, 타이타늄 중에 고용되지

않으며, 생성된 산화물이 쉽게 제거 될 수 있어야 한다.

칼슘의 경우 1000oC에서 타이타늄 중에 0.006 wt% 정도

만 고용하며, Ca-CaO와 평형하는 타이타늄 중의 탈산

한계는 약 0.05 wt%인 것으로 보고되었다.6) 그리고 반

응 생성물인 CaO는 물이나 희석 산에 의해 쉽게 제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전

연구에서는 ZrO2와 Ta2O5를 칼슘을 이용한 열환원 반

응으로 금속 Zr과 Ta을 제조할 수 있었으나, 부산물인

CaO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여 금속상의 산소농도는

0.68 ~ 1.0 wt% 정도를 나타내었다.7,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칼슘에 의한 산화물의 직접 환

원반응을 응용하여 타이타늄 분말 스크랩을 재활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분말야금 공정에서 발생한 스크랩

을 수소화 반응에 의해 파쇄한 초기 산소농도가 약

0.83 ~ 0.54 wt%인 타이타늄 분말 스크랩을 칼슘과 반응

시켜 스크랩의 탈산에 미치는 환원반응 조건의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Fig. 1에 실험장치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고주파 유

도용해로(20 kW, 40 kHz)를 가열장치로 이용하였으며,

유도코일 내에 석영관(내경 = 135 mm, 길이 = 500 mm)

을 설치하였다. 석영관 내부에 밀폐가 가능한 스테인리

스강제 반응기(내경 = 98 mm, 외경 = 113 mm, 길이 =

380 mm)를 설치하였으며, 반응용기와 석영관 사이에는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내화포를 삽입하였다. 반응기

의 상부 플렌지에는 Ar가스 투입구와 반응가스 배출구

를 만들어 밸브를 이용하여 개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출구에는 진공펌프를 연결하여 실험 전에 반응기 내

부를 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응 중 열전대(K

type)를 시료가 있는 부분에 침지시켜 온도변화를 측정

하였다. Ar 유량은 MFC(Mass Flow Controller: MKS

type 247)로 제어하였다. 환원제로는 입상(granular)의

칼슘(Aldrich, 99.5%)을 사용하였으며, 입상 혹은 분말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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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타이타늄 스크랩과 반응시켰다. 실험에 사용한 시

료는 타이타늄을 분말 성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

랩을 수소화 공정을 통하여 분쇄한 것으로 TiH2로 변

환된 상태의 것을 사용하였다. 타이타늄 스크랩의 초기

산소농도는 입도에 따라 0.83 ~ 0.54 wt% 였다.

타이타늄 스크랩에 대한 칼슘의 첨가량은 질량비(Ti/

Ca)로 2.5 ~ 5, 반응온도는 칼슘의 융점(842oC)보다 높

은 850oC에서 1100oC까지, 그리고 반응시간은 30 ~

120분의 조건에서 환원을 실시하였다. 스테인리스강제

도가니(내경 = 55 mm, 길이 = 77 mm)에 50 g의 타이타

늄 스크랩과 칼슘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넣은 후,

도가니를 반응기 내부에 장입하였다. 그 후 반응기를 밀

폐한 후 내부를 배기하고, 탈산한 Ar을 주입하였다. 내

부 온도가 약 200oC에 도달하면 다시 반응기 내부를

배기하고 탈산한 Ar을 주입하는 조작을 3회 반복한 후

목표온도까지 승온하였다. 그리고 목표온도에서 밀폐시

킨 후 일정 시간동안 유지하여 환원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실험 후 시료는 상온에서 120분간 증류수와 염

산(5 ~ 20%)으로 반응생성물 기준 10 g/L의 조건에서

침출하여 반응 부산물인 CaO와 미 반응 칼슘을 제거

하였으며, 이 후 수세 및 건조를 통하여 최종 생성물을

회수하였다. 회수한 최종 생성물을 X-선 회절분석

(Philips, Cubix XRD) 및 전자현미경(Hitachi, S-4300)

으로 관찰하였으며, N/O 분석기(ELTRA, ON-900)로

산소농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칼슘의 산화반응은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9)

(1)

Okabe 등에 의하면 고체 타이타늄 중으로의 산소 용

해 반응은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6)

(2)

따라서 칼슘에 의한 타이타늄의 탈산반응은 다음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그러므로 Ca, CaO와 평형하는 타이타늄 중의 산소농

도는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본 연구의 실험온도인 900oC~1100oC 사이에서 식 (4)

에 의한 타이타늄 중 평형 산소농도는 0.0334 wt%에서

0.0814 wt%로 반응온도가 상승할수록 타이타늄 중의 산

소농도는 증가한다. 그러나 0.5 wt%를 초과하는 스크랩

중의 산소농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탈산할 수 있는 수준

이다. 

Fig. 2에는 실험에 사용한 타이타늄 입자의 편광현미

경 사진을 나타내었다. Fig. 2(a)는 0.1 ~ 0.3 mm, (b)는

0.3 ~ 0.6 mm, (c)는 0.6 ~ 1.0 mm, (d)는 1.0 ~ 2.0 mm의

크기를 나타낸다. 입도에 따라 산소농도를 분석한 결과

각각 0.83, 0.77, 0.64, 0.54 wt%를 나타내었으며, 미세

할수록 비 표면적의 증가에 의해 산소농도가 높은 것으

로 생각된다.

Fig. 3에는 초기 산소농도가 0.77 wt%인 타이타늄 스

크랩을 Ti/Ca 질량비 2.5로 칼슘을 첨가하여 1000oC에

서 60분 동안 탈산한 후, 20 vol% 염산으로 3시간동안

산세 한 후의 시료와 탈산처리 전 시료의 X-선 회절분

석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탈산 전의 시료는 TiH2

Ca l( )
1

2
---O2 g( )+ CaO s( )=

G
0

Δ 642 680 111.1T J/mol( )  842~1501 C
o

[ ],+,–=

1

2
---O2 g( ) wt%O[ ]in Ti=

G
0

Δ 583 000 88.5T J/mol( )  842~1100 C
o

[ ],+,–=

Ca l( ) wt%O[ ]in Ti CaO s( )→+

G
0

Δ 59 680 22.6T J/mol( )  841~1100 C
o

[ ],+,–=

wt%O[ ]in Tiln
7178

T
------------ 2.72 842~1100 C

o
[ ]+–=

Fig. 2. Photographs of Ti scraps.((a) 0.1 ~ 0.3 mm, (b) 0.3 ~

0.6 mm, (c) 0.6 ~ 1.0 mm, (d) 1.0 ~ 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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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로 존재하며, 산소농도가 약 0.77 wt%이지만

X-선 회절분석에서 산화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탈산과 산세를 마친 후의 시료는 탈수소화가 이루어져

타이타늄 단일상 만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

은 탈수소화 반응이 흡열반응이며, Ti-H 이원계 상태도

를 기준으로 700oC 이상에서 탈수소가 이루어지기 때

문이다. 

Fig. 4에는 1 ~ 2 mm 크기의 타이타늄 스크랩 50 g

에 대하여 칼슘 20 g 을 장입한 경우 반응시간에 따른

최종 생성물의 산세 후 산소농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반

응 전 산소농도가 약 0.54 wt%였으나, 1000oC의 반응

온도에서 30분만 반응시켜도 약 0.19 wt%로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응시간

의 증가에 따라 서서히 산소농도가 감소하여 90분간 반

응한 경우 약 0.14 wt%를 나타내어 ASTM Grade

1(< 0.18 wt%)을 충분히 만족하는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탈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스크랩 표면의 산소가 용융 칼슘과 반응하여 제거되었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90분 간 반응한 후에도

약 0.14 wt%의 산소가 잔류하는 것은 타이타늄 중에

고용되어 있는 산소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5에는 1 ~ 2 mm 크기의 타이타늄 스크랩 50 g

에 대하여 칼슘 20 g을 장입한 경우 반응온도에 따른

최종 생성물의 산소농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스크랩의

탈산 전 산소농도가 0.54 wt%이므로 화학양론적으로는

50 g의 스크랩에 대하여 0.68 g의 칼슘으로 탈산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액체상의 칼슘에 의한 탈

산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화학양론적 양보다 많은 양의

칼슘을 사용하여 스크랩이 액상 칼슘 중에 침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반응 후 산세를 마친 최종 생성물의 산

소 농도는 반응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현저하게 감소하

였다. 스크랩의 산소농도는 탈산 전 0.54 wt%에서 반응

온도 1100oC에서는 0.126 wt%까지 감소하였다. 이와같

이 반응온도가 상승할수록 산소농도가 감소하는 것은

타이타늄 중에 용존되어 있는 산소의 확산에 의한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Wu 등은 타이타늄 중 산소의 확

산계수를 계산하여 900oC에서는 3 × 10−15m2/s, 1100oC에

서는 5 × 10−14m2/s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0)

따라서 반응온도 상승에 의한 산소농도 감소는 확산계

수의 증가에 의해 타이타늄 중에 용존되어 있는 산소가

표면으로 쉽게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6에는 타이타늄 스크랩과 탈산제인 칼슘의 질량

비에 따른 최종 생성물의 산소농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본

Fig. 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i scrap before deoxi-

dation and after deoxidation and acid pickling.

Fig. 4. Effect of reaction time on the oxygen content.

Fig. 5.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oxyge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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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는 타이타늄 시료 50 g에 칼슘 5 g ~ 20 g을 장

입하여 탈산 실험을 하였으며 칼슘의 양이 증가할수록,

즉 Ti/Ca 비율이 감소할수록 최종생성물의 산소농도는

감소하였다. 실험 전 시료의 산소농도가 0.54 wt% 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상기한 바와 같이 화학양론적으로

는 매우 소량의 칼슘으로도 충분히 탈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타이타늄 스크랩과 용

융 칼슘 사이의 고-액 반응에 의한 탈산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용융 칼슘 중에 고체상의 타이타늄 스크랩이 충

분히 침지될 수 있는 양의 Ti/Ca 질량비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Fig. 7에는 타이타늄 스크랩의 입자크기에 따른 최종

생성물의 산소농도를 반응 전의 산소농도와 비교하여 나

타내었다. 반응 전의 산소농도는 입자가 클수록 0.83 wt%

에서 0.54 wt%로 감소하였으며, 반응 후의 산소농도도

입자가 클수록 0.184 wt%에서 0.147 wt%로 감소하여,

입자가 작을수록 탈산량은 증가하였다.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넓은 비 표면적으로 인하여 탈산 후의 산소농

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탈산반응 후의 산세 및

수세 등의 과정에서 산소에 의한 오염에 더 쉽게 노출

되었기 때문에 작은 입자의 산소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

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식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칼슘에 의한 탈산생

성물은 고체상의 CaO이다. 이 CaO와 미 반응한 칼슘

은 다음 식들과 같이 수세과정에서 물이나 염산과 반응

한다. 

Ca(s) + 2H2O(l) = Ca(OH)2+ H2(g) (5)

CaO(s) + H2O(l) = Ca(OH)2 (6)

Ca(s) + 2HCl(l) = CaCl2(l) + H2(g) (7)

CaO + 2HCl = CaCl2(l) + H2O(l) (8)

Ca(OH)2+ 2HCl(l) = CaCl2(l) + 2H2O(l)  (9)

따라서 미 반응한 칼슘과 반응생성물인 CaO를 수세

하는 것에 의해 Ca(OH)2가 되며, Ca(OH)2와 칼슘 및

CaO는 염산과 반응하여 CaCl2로 되어 용액 중으로 쉽

게 제거할 수 있다.

Fig. 8에는 1 ~ 2 mm 크기의 타이타늄 스크랩 50 g에

대하여 칼슘 20 g을 장입하여 1100oC에서 30분간 반응

시킨 시료의 염산 농도 및 산세시간에 따른 산소 농도

변화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5 vol% 염산으로 산세한

경우 산세시간의 증가에 따라 현저하게 산소농도가 감

소하였으며, 180분 이후에는 일정한 값의 산소농도를

Fig. 6. Effect of Ti/Ca mass ratio on the oxygen content.

Fig. 7. Effect of particle size on the oxygen content.

Fig. 8. Effect of acid pickling condition on the oxyge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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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그리고 염산농도가 높을수록 빠른 시간 안

에 산세가 완료되었으며, 20 vol% 염산으로 산세한 경

우 60분 이후에는 약 0.13 wt% 수준의 산소농도를 나

타내었다. 5 vol% 염산으로 30분간 산세한 경우 산소농

도가 약 0.37 wt%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반응 생

성물인 CaO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9에는 1 ~ 2 mm 크기의 타이타늄 스크랩 50 g에

대하여 칼슘 20 g을 장입하여 1100oC에서 30분간 반응

시킨 시료의 산세 전과 산세 조건에 따른 전자현미경

관찰결과 및 표면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산

세 전의 시료에서는 미 반응한 칼슘과 반응생성물인

CaO로부터 칼슘이 검출되었으며, 스테인리스강제 도가

니로부터 오염된 Fe가 검출되었다. 그리고 5% 염산으

로 30분간 산세한 경우 Fe는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산

세에 의해서 제거되었으나, 칼슘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20% 염산으로 180분간 산세한 경우에는 Fe는 물론 칼

슘도 검출되지 않았다. Fig. 8에서 20% 염산으로 산세

한 경우 60분 이후에는 약 0.13 wt% 수준을 나타내었

으나, 5% 염산으로 30분간 산세한 경우의 산소농도는

약 0.37 wt% 수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산

소농도가 높은 것은 상기한 바와 같이 반응생성물인

CaO가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타이타늄의 분말야금 공정에서 발생한 스

크랩의 용융 칼슘에 의한 탈산거동에 대하여 조사한 것

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탈산 반응 온도가 높을수록 최종 생성물의 산소

농도는 감소하였으며, 이는 온도 상승에 의한 타이타늄

중에 고용되어 있는 산소의 확산촉진에 의한 것으로 생

각된다.

2) 탈산 반응 시간이 증가할수록 최종 생성물의 산소

농도는 감소하였으며, 반응전 산소농도가 0.54 wt%였으

나, 60분 이상 반응시킨 경우 ASTM Gr. 1을 만족하

는 0.14 wt% 수준의 산소농도를 나타내었다.

3) 탈산제로 사용된 칼슘의 양이 증가할수록 최종 생

성물의 산소 농도는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칼슘량의 증

가에 따라 타이타늄 스크랩이 용융 칼슘층에 침지되어

원활한 고-액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4) 타이타늄 시료의 입도가 클수록 최종생성물의 산

소 농도는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입도가 작을수록 비표

면적의 증가에 의해 산세 및 수세 과정에서 쉽게 산화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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