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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에 의한 일메나이트 광석 중 선택염화에 의한 Fe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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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al of Iron from Ilmenite through Selective Chlorination Using P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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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정층 반응기에서 PVC를 염화제로 사용하여 일메나이트 광석 중 철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염화반응에 대하여 조사하였

다. 철의 제거율에 미치는 PVC첨가량과 반응온도의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철의 제거율은 PVC 첨가량과 온도가 증가할수록 상

승하였다. PVC에서 생성된 HCl가스와 반응한 후의 시편 표면에는 많은 기공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기공에 의해서 일메나이트 입자

의 중앙부분에 있는 철과 반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선택적 염화반응을 속도론적 모델에 의해 조사한 결과 입자 계면에서

의 화학반응에 의해서 율속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PVC를 사용한 일메나이트의 선택적 염화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20.47 kJ/mol

로 계산되었다.

주제어 : 일메나이트, 선택염화, PVC, 속도론, 활성화에너지

Abstract

Study on chlorination of ilmenite ore were carried out by using PVC(polyvinyl chloride) as the chlorinating agent in a static

bed reactor for selective removal of iron. The effect of amount of PVC and reaction temperature were investigated. It was found

that the removal ratio of iron increased with amount of PVC and temperature. After reaction with HCl gas generated from PVC,

porous surface of the specimens were observed. As a result, HCl gas could react with iron in the central portion of ilmenite par-

ticle through these pores. Examination of data using kinetic model suggest that the selective chlorination rate is controlled by

chemical reaction at the interface of particles. The activation energy for the selective chlorination of ilmenite using PVC was

calculated as 20.47 kJ/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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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타이타늄은 지각 구성 원소 중 9번째로 풍부한 원소

이며, 구조용 금속으로서는 알루미늄, 철, 마그네슘에 이

어서 네 번째로 풍부한 원소로서 많은 광물 중에 존재

한다. 타이타늄을 함유하는 광석 중에서 루타일(rutile,

TiO2 함유량 95 ~ 100%)과 일메나이트(ilmenite, FeTiO3,

TiO2 함유량 52.7%)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으며, 특히

일메나이트는 매장량이 매우 풍부한 원료이다. 이러한

일메나이트는 영국의 성직자이면서 초보 광물학자인 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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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엄 그리거(William Gregor)가 1791년에 자성이 있는

검은 모래(black sand)를 발견하여 Manaccanite로 명명

하면서부터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1795년에 독일의

화학자인 Martin Heinrich Klaproth가 헝가리에서 루타

일을 발견하였으며, 그 중에 함유되어 있는 금속원소를

타이타늄으로 명명하게 되었다.1)

채굴된 타이타늄 함유 광물의 약 5% 정도만이 금속

타이타늄 제조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대부분이 순수한

이산화 타이타늄(TiO2)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일메나이트는 TiO2 도료 및 타이타늄 금속제조에 사용

되는 루타일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로 알려져 있다.2)

그러나 루타일과 달리 일메나이트는 TiO2 원료나 타이

타늄 금속제조용 사용되는 TiCl4를 직접 만드는 것은

곤란하며, 광석 중의 Fe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일메나

이트로부터 철 등을 제거하여 고품위 TiO2를 만드는 공

정은 크게 습식과 건식방법이 있다. 습식으로는 황산 및

염산 침출법이 있으며3), 건식법으로는 탄소에 의한 환

원과 수소나 CO가스에 의한 환원을 거친 후 자력선별

에 의해서 Fe를 분리 제거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4-6)

그리고 전기로에서 환원하여 선철과 TiO2가 함유된 슬

래그로 분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7) 또한 선택적 염화에

의해서 Fe를 제거하는 방법도 보고되어 있다.8-11) 특히

선택적 염화에 의한 일메나이트의 정제는 단일 공정에

의해서 고순도의 TiO2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

문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다.

한편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PVC(polyvinyl chloride)가 약 300 oC에서 열분해

되면서 다량의 염화수소 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12) 그러나 이러한 PVC가 열분해할

때 발생하는 염화수소가스를 일메나이트의 선택염화제

로 사용할 수 있다면 보다 경제적인 공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메나이트 중의 Fe를 선택염

화시켜 제거하기 위해서 염화제로 PVC를 사용하여,

PVC첨가량, 반응온도 등의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베트남산의 일메나이트 광석

으로 약 53.6 wt%의 TiO2를 함유하고 있으며, Table 1에

화학조성을 나타내었다. 불순물로서는 약 27 wt%의 Fe

를 비롯하여 1 wt% 전후의 Si, Mn, Al, Mg 등이 산

화물로서 존재한다. 일메나이트 광석을 체질하여 약

45 ~ 75 μm의 크기로 분급하여 사용하였다.

염화제로는 시약급의 PVC (polyvinyl chloride)를 사

용하였다. PVC는 약 573 K 부근에서 탈염화수소 반응

에 의해 염화수소가스(HCl)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정량의 PVC를 노내의 저온부위에 위치

시켜 PVC에서 생성되는 HCl 가스와 일메나이트가 반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장치 모식도를 Fig. 1에 나타내었

다. 시료의 가열은 4 zone type의 수평전기로를 사용하

였다. 반응관으로 석영관(60 mm ID, 1200 mm length)

을 사용하였고, PVC에서 생성된 염화수소가스와 시료

의 반응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료 뒤편의 가스출구

쪽에 quartz wool을 충진하였다. Ar 가스를 캐리어 가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chlorination of ilmenite with PVC.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ilmenite

Ti Fe Si Mn Al Mg Cr Ca V Nb

32.15 26.99 1.15 0.99 0.77 0.50 0.42 0.20 0.12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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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사용하였으며, 가스 유량은 MFC(Mass Flow

Controller: MKS type 247)로 제어하였다. 

수평전기로는 고온부와 저온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

온부위에는 10 g의 일메나이트를 염화수소가스가 송입되

는 방향이 open 된 quartz boat(L 100 mm, W 40 mm,

D 20 mm)에 약 1 mm의 두께로 분산시켜 장입하였다.

일정량의 PVC는 quartz boat(L 150 mm, W 30

mm, D 37 mm)에 넣고, 승온시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발열부 밖에 위치 시켜 상온을 유지 할 수 있

게 하였다. 승온이 완료 된 후, PVC가 들어있는 보트

를 밀어 넣어 약 573 K로 유지되는 저온 부위에 위치

시켰다. 목표한 반응 시간이 경과하면 3 방향 가스 밸

브를 조작하여 일메나이트가 있는 고온부위로 Ar 가스

를 유입시켜 반대 방향으로 배출하면서 상온까지 냉각

하였다. 실험 종료후, 잔류하는 반응물을 회수하고 무게

를 측정하여 Fe 제거율을 계산하였고, SEM-EDS 분석

을 통해 Fe와 Ti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반응 후

에 잔류하는 시편과 저온부위에서 응축된 생성물을 X-

선 회절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HCl가스에 의한 일메나이트 중 Fe의 선택염화

PVC의 열분해에 의해서 생성되는 염화수소가스와 일

메나이트 구성 물질과의 염화반응은 다음 식으로 나타

낼 수 있다. 

(1)

(2)

(2)

(3)

Fig. 2에는 식(1) ~ (3)의 와 평형상수 K를 온도

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식 (1)과 그림으로부터 FeO는

1153 K 이상의 온도에서는 이 양의 값을 가지므

로 HCl에 의해서 염화반응이 일어나기 곤란하지만,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이 음의 값을 가지므로 염화반

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메나이트인

FeTiO3의 경우 FeCl2가 액상으로 존재하는 950 K 이상

의 온도에서는 가 양의 값을 가지므로 염화반응이

일어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식(2)의 평형

상수로부터 FeTiO3와 TiO2가 고체이므로 활동도를 1로

가정하고, 생성물인 FeCl2는 단일 액상이므로 역시 활

동도를 1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로 나타

낼 수 있다. 그리고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식 (2)

의 평형상수는 약 0.28 ~ 0.62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므

로 염화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식 (3)과

그림으로부터 는 계산한 온도 범위에서 양의 값을

가지므로 TiO2와 HCl의 반응은 열역학적으로 일어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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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메나이트는 FeO와 TiO2가 식(4)와 같이 약하

게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4)

1000 K에서의 는 −17.6 kJ 수준으로 매우 적은

음의 값을 가지므로 열역학적인 관점에서 일메나이트는

FeO와 TiO2의 혼합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있다.11,13) 따라서 950 K 이상의 온도에서 만

고려한다면 식 (2)의 염화반응이 일어나기 곤란하지만,

일메나이트가 FeO와 TiO2의 혼합물로 간주한다면 식 (1)

의 반응에 의해서 Fe의 선택적인 염화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PVC 첨가량에 따른 Fe 제거율

식 (1)로부터 일메나이트 중 1 mol의 FeO가 2 mol의

HCl가스에 의해 제거된다면 10 g의 시료 중 Fe를

100% 제거하기 위해서는 0.108 mol의 HCl 가스가 필

요하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PVC 1 g당 0.016 mol의

HCl 가스가 발생하므로 6.75 g의 PVC가 필요하다. 그

러나 PVC만 가열하여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한 후 중

화적정법으로 측정한 결과 이론 발생량 대비 약 80%의

HCl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Fe를 100% 제거하기 위해

서는 약 8.5 g의 PVC가 필요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20 ~ 50 g의 PVC를 첨가하여 반응시켰다.

Fig. 3에는 1123 K, Ar 유량 0.833 cm3/s의 조건에서

일메나이트 내 Fe의 제거율에 미치는 PVC 첨가량의

영향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일메나이트 중 Fe 제거율은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5)

여기서 (wt%Fe)t는 일정시간 후 시료 중의 Fe 농도

이며, (wt%Fe)0는 시료 중 Fe의 초기농도를 나타낸다.

반응초기에는 PVC 첨가량에 관계없이 직선적으로 Fe

가 제거되었으며, 30분 이후부터는 반응속도가 점차 감

소하여 60분이 경과하면 거의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었

다. 그리고 PVC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Fe의 제거속도

가 약간 증가하며, 제거율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PVC의 양이 증가할수록 열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염화수소가스 양이 증가하여(이론적으로는

PVC 10 g 당 0.16 mol의 HCl 발생) 일메나이트 내의

철과 더 많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PVC 50 g을 첨가하

였을 때의 Fe 제거율은 73% 수준을 나타내었다.

Fig. 4에는 1123 K에서 PVC 30 g과 반응시켰을 때,

반응시간에 따른 표면형상을 나타내었다. 반응 전의 일

TiO2 FeO+ FeO TiO2⋅=

G4

0
Δ 5443– 22.26T J/mol( )–=

G4

0
Δ

G2

0
Δ

Fe removal ratio %( )[ ]
wt%Fe( )t

wt%Fe( )0
----------------------- 100×=

Fig. 3. Effects of amount of PVC on Fe removal ratio.

Fig. 4. Photographs of ilmenite and surface of specimen with time at 1123 K and 30 g of P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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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나이트는 각진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표면은 매우 치

밀한 조직을 나타내고 있다. 반응시간의 경과에 따라 표

면이 다공질로 바뀌었으며, 90분이 경과했을 때는 기공

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메나이

트 중의 Fe가 선택적으로 염화되어 제거되었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PVC로부터 생성된 HCl 가스가

일메나이트 입자의 내부까지 쉽게 침투할 수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Fig. 5에는 Fig. 4의 시편에서 반응시간에 따라 입자

단면을 SEM-EDS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응

전의 일메나이트 입자의 경우 표면과 내부에 큰 차이가

없이 Ti과 Fe가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0분간 반

응시킨 후에는 표면부분에서는 Fe가 거의 관찰되지 않

으며, 중심부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러한 현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

으며, 입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90분이 경과한 후에

는 입자 내부에서도 Fe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는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HCl가스와 반응

하여 생성된 기공을 통해 반응가스가 쉽게 침입하여 Fe

의 선택적인 염화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6에는 1123 K에서 50 g의 PVC와 반응시켰을

때 반응시간에 따른 잔류물과 저온부위에서의 응축물을

X-선 회절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 사용한

일메나이트는 Fe2O3, TiO2, FeTiO3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시간이 30 분 경과했을 때 Fe2O3는 모두 제거되어

TiO2와 FeTiO3만 존재하였으며, 원시료에 비하여 TiO2

의 피크 강도가 현저하게 상승하였다. 그리고 반응시간

의 경과에 따라 TiO2의 피크 강도가 상승하였으며,

FeTiO3의 피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므로 일메나이트 중

의 Fe도 상당량이 제거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에서

90분간 반응 한 후의 Fe 제거율이 약 73%이므로,

Fe2O3가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가정하면 FeTiO3는 약

1.77 g으로 생성물의 약 22%는 FeTiO3이며 나머지는

TiO2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반응이 종료된 후 저온

부위에 응축된 생성물을 X-선 회절 분석한 결과

FeCl2·2H2O, FeCl2·4H2O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e

만 선택적으로 염화되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 SEM image and EDS results of the cross section of sample with time at 1123 K and 30 g of PVC.

Fig. 6. XRD patterns of the powders condensed in the low

temperature part of reaction tube and the residues

obtained after experiments at 1123 K and 50 g of

PVC.



PVC에 의한 일메나이트 광석 중 선택염화에 의한 Fe의 제거 79

자원리싸이클링 제 25권 제 3호 , 2016

3.3. 반응온도에 따른 Fe 제거율

Fig. 7에는 PVC 50 g을 첨가하였을 때, 일메나이트

중 Fe 제거율에 미치는 반응온도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반응초기에는 온도와 무관하게 직선적으로 Fe가 제거되

었으며, 반응시간의 경과에 따라 반응속도가 점차 감소

하였다. 그리고 반응온도가 높을수록 반응속도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1173 K에서 90분간 반응

한 후의 Fe 제거율은 약 82%로 나타났다.

HCl 가스에 의한 일메나이트 입자의 염화반응을 입

자 계면에서의 화학반응에 의해 율속되는 것으로 가정

하면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여기서 x는 반응률(−), t는 반응시간(s), 그리고 ,은

화학반응 율속의 겉보기 속도상수(min−1)를 나타낸다. 

Fig. 8에는 Fig. 7의 실험결과로부터 60분까지의 반

응률(단, 1073 K의 경우 30분까지의 반응률)을 식 (6)

에 대입하여 염화반응속도를 계산하고, 1 − (1 − x)1/3와

시간 t(min.)의 관계를 상관계수(R2)와 함께 나타내었다.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관계수는 0.99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Fig. 9에는 식(7)로부터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기 위하

여 Fig. 8에 나타낸 직선의 기울기가 식 (6)과 (7)의

k
r
에 상당하므로 이 값의 대수를 온도의 역수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7)

여기서 E는 활성화에너지(J/mol), R은 기체상수

(8.314 J/mol/K)이다. 따라서 본 실험조건에서 일메나이

트 중 Fe의 선택염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20.47 kJ/

mol이다.

Athavale 등은 HCl가스를 염화제로 사용하여 유동층

에서 일메나이트의 선택염화를 하였으며, 화학반응 율

속에서 활성화에너지가 39.75 kJ/mol이라고 보고하였

다.14) 그러나 이 결과는 본 연구에 비하여 낮은 온도인

600 oC ~ 850 oC사이에서의 값이며, 입자 크기 또한 –72 ~

+100 메쉬가 50% 이상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의 결과보다 높은 값이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Lak-

shmanan 등은 일메나이트를 유동층에서 염화반응시켜

Fe를 선택염화시켜 제거하는 실험에서 850 oC 이상의 온1 1 x–( )
1/3

– k
r
t=

k
r

k
r

ln   
E

R
---  

1

T
---⋅–=

Fig. 7. Effects of temperature on Fe removal ratio.

Fig. 8. Plots of 1 − (1 − x)1/3 versus time for different

temperature.

Fig. 9. Arrhenius plot of reaction rate against reciprocal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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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는 42.65 kJ/mol, 850 oC 이하의 온도에서는

21.95 kJ/mol 인 것으로 보고하였다.15) Swaminathn 등

은 입자크기가 230 μm인 일메나이트의 유동층에서의 선

택염화 반응에서 반응 생성물층을 통한 확산 율속으로

가정하여 활성화 에너지가 71.23 kJ/mol인 것으로 보고

하였다.16) 이와 같이 높은 활성화 에너지는 입자크기가

본 실험에서 사용한 입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입자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응 생성

물층을 통한 확산율속을 가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PVC를 염화제로 사용하여 일메나이트 중

의 철을 선택염화법으로 제거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PVC 첨가량과 반응온도가 철의 제거율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

면 다음과 같다.

1) PVC 첨가량과 온도가 증가 할수록 Fe 제거율은

증가 하였고, 반응 온도 1173 K, PVC 50 g을 첨가 하

여 90분 반응 시켰을 때, Fe 제거율은 82%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PVC에 의한 일메나이트 중 철의 선택

적 염화에 의한 제거를 확인하였다.

2) 생성물의 SEM-EDS 분석결과 표면에 기공이 다량

으로 형성 되었고, 반응이 진행 되면서 반응물 입자 외

부에서부터 철이 제거되었으며, 반응시간이 90분 경과

되었을 때 입자 내에 존재하는 철이 모두 제거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일메나이트 내의 Fe는 FeCl2(l)로 제

거되어 표면에 기공이 다량으로 형성되고, 염화수소가

스가 이 기공을 통해 내부의 Fe와 반응하는 것으로 생

각 된다.

3) 화학반응 율속으로 가정하여 PVC에서 방출된

HCl가스에 의한 일메나이트 중 철의 선택적 염화반응

의 활성에너지는 20.47 kJ/mol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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