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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타이타늄은 지각 구성원소 중 아홉 번째로 풍부한 원소이다. 또한 구조용 금속으로서는 알루미늄, 철, 마그네슘

에 이어서 네 번째로 풍부한 원소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타이타늄은 Kroll법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전 세

계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타이타늄 제련법이 개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화 되었거나 개발 중인

신 제련 프로세스를 TiCl4의 금속 열환원법, TiO2 등의 전해환원법, 그리고 수소를 이용한 환원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제련 프로세스의 환원기구와 현황에 대하여 종합하고 상업화 가능성의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주제어 : 크롤법, 신제련법, 열환원법, 전해환원법, 수소환원법

Abstract

Titanium is the ninth most abundant element in the Earth’s crust. It is also the forth most abundant structural metal after alu-

minum, iron and magnesium. Titanium is conventionally produced by the Kroll process. New processes to produce metallic tita-

nium have been currently developed by many researchers in the world. In this study, the existing technologies, including both

commercial and developmental processes,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those by metallothermic reduction of TiCl4 and TiO2,

those by electrolytic reduction of TiO2 and hydrogen reduction of Ti compounds. Their mechanisms for reduction and their fea-

tures are summarized and discussed in the view of industri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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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꿈의 금속으로 기대를 모으며 1947년 미국에서 처음

으로 1 톤의 스펀지 타이타늄이 공업적으로 제조된지

벌써 69년 경과했다. 타이타늄은 비중이 4.5 g/cm3으로

철의 60% 정도이지만 비강도가 높아 같은 무게에서는

알루미늄의 6배, 철의 약 2배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해수 중에서는 백금에 필적하는 내식성을 가지며

스테인리스강보다 우수하다. 또한 인체에 대한 금속 알

러지 등이 없는 등 생체 적합성이 매우 우수한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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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으로서 인공 뼈 등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타이타늄은 지각 구성원소 중 9번째로 풍부한

원소(0.6%)이며, 구조용 금속으로서는 알루미늄(8.1%),

철(5.1%), 마그네슘(2.1%)에 이어서 네 번째로 풍부한

원소로서 많은 광물 중에 존재한다. 타이타늄을 함유하

는 광석 중에서 루타일(rutile, TiO2 함유량 95 ~ 100%)

과 일메나이트(ilmenite, FeTiO3, TiO2 함유량 52.7%)

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으며, 특히 일메나이트는 매장량

이 매우 풍부한 원료이다. 이러한 일메나이트는 영국의

성직자이면서 초보 광물학자인 윌리엄 그리거(William

Gregor)가 1791년에 냇가에서 자성이 있는 검은 모래

(black sand)를 발견하여 Manaccanite로 명명하면서부터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1795년에 독일의 화학자인

Martin Heinrich Klaproth가 헝가리에서 루타일을 발견

하였으며, 그 중에 함유되어 있는 금속원소를 타이타늄

으로 명명하게 되었다.1)

금속 타이타늄은 1909년 뉴질랜드 출신의 Hunter 박

사가 백열등용의 수명이 짧은 탄소 필라멘트를 대체할

금속제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 50 g의 TiCl4와 25 g의

나트륨을 반응시켜 약 12 g의 회색이면서 분말 형태인

타이타늄의 제조에 성공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2)

그 이후에 룩셈부르크 출신의 Kroll 박사(1889-1973)가

1937년에 TiCl4의 환원제에 대해서 여러 물질을 연구하

다가 Mg을 환원제로 사용하여 금속 타이타늄을 제조하

였으며, 이 후 1948년에 DuPont사에서 상업생산을 시

작하면서 타이타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3,4)

한편, Kroll법은 20세기 후반부터 금속 타이타늄 제

조 프로세스로 정착되어 공업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

며, 순도 높은 스펀지 타이타늄이 얻어지는 점에서는 우

수한 기술이지만, 공정이 복잡하고 실수율의 문제로 생

산성이 낮으며 제조비용은 매우 높아서 타이타늄 수요확

대의 큰 장애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

하여 타이타늄 제련의 합리화와 신제련법에  대해서 여

러 가지로 검토되어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Kroll법에 의한 Ti 제련부터 최근까지 제안되

어 있는 여러 가지 제련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2. 타이타늄 제련의 특징

타이타늄 제련에 사용되는 광석의 대표적인 화학조성

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타이타늄 광석은 구리나 철

등과는 달리 산화물로서만 존재하며, 철을 포함하여 많

은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타이타늄은 산소와의

친화력이 매우 강하고, 또 금속 타이타늄 중으로의 산

소 용해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산화 타이타늄을 원료로

한 직접제련에 의한 고순도 타이타늄의 제조가 곤란하

여 Hunter법이나 Kroll법과 같이 TiCl4를 경유하여 금

속 타이타늄을 제조하여 왔다.

Fig. 1에 주요한 활성금속과 그 산화물이 평형하는

산소 포텐샬을 나타내었다.5) 열역학적으로 타이타늄 산

화물은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으로 환원할 수 있지만,

1 wt% 이하의 저산소 농도의 금속 타이타늄을 생성할

수 있는 금속원소는 그림의 Ti-TiO 선보다 아래쪽의 칼

Table 1. Chemical assay of titanium ores                           (wt%)

Ore TiO2 FeO Fe2O3 Cr2O3 MnO SiO2 CaO MgO P2O5 V2O5

Rutile 96.26 - 0.37 0.18 0.005 0.8 0.03 0.02 0.002 0.61

Ilmenite 54.57 25.15 16.34 0.04 1.67 0.53 0.3 0.32 0.13 1.18

Leucoxene 67.3 2.85 2.85 - - 3.39 - - - -

Fig. 1. Ellingham diagrams of some selected oxides and the

solid solution of Ti-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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슘(Ca), 란탄(La), 이트리움(Y) 등의 화학적으로 매우

활성인 금속으로 제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는 란탄이나 이트리움으로 타이타늄을 제조하

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불가능하므로 Ca을 이

용한 제련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을 수행하여 왔으나,6)

반응 생성물인 CaO에 의한 오염 등으로 인하여 저 산

소농도의 금속 타이타늄을 제조하기에는 곤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알루미

늄이나 탄소를 이용하여 환원하는 경우 생성하는 타이

타늄과 반응하기 때문에 순수한 타이타늄을 얻을 수는

없다.

한편 1000oC에서 각종 산화물, 불화물, 염화물 등의

분해전압을 살펴보면 전해에 의해서 타이타늄을 환원할

수 있으나, 타이타늄보다 환원전위가 낮은 원소인 Fe,

Cr, Zr, Mn 등은 타이타늄과 함께 석출하므로 이러한

불순물은 미리 제거해 두어야 한다. 따라서 타이타늄 광

석을 원료로 하여 곧바로 전해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7)

3. Kroll 프로세스

Fig. 2에는 Kroll박사의 타이타늄 제조를 위한 실험장

치와 당시의 실험장면 사진을 나타내었다.8) 

Kroll박사는 Hunter법을 대체하기 위하여 환원제인 나

트륨의 대체재로 Ca을 사용하였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

하였으며, 1937년에 Mg을 환원제로 사용하여 금속 타

이타늄을 얻게 되었다. Fig. 3에는 Kroll법에 의한 타이

타늄 제조공정을 나타내었다.9)

크롤법에 의한 스폰지 타이타늄의 생산은 다음의 4가

지 프로세스로 구분할 수 있다.3)

1) TiCl4제조: UGI (Upgraded Ilmenite) 등의 Ti원

과 염소, 코크스로부터 TiCl4 제조

2) 환원, 분리: TiCl4와 Mg를 반응시켜 스폰지 Ti를

생성하고, 부산물인 염화마그네슘(MgCl2)을 분리

3) 파쇄, 포장: 스폰지 Ti를 파쇄하여 입상으로 만든

후 고객의 요구에 따라 포장

4) 전해: 부산물인 MgCl2를 전기분해하여 Mg와 염

소를 생성하고, 이것을 환원, 분리, TiCl4제조 공정에

사용

주요한 반응을 살펴보면 우선 식(1)과 같이 고순도

TiO2로부터 사염화타이타늄(TiCl4)을 제조한다.

(1)

TiO2에 직접 Cl2가스를 반응시키면 염화반응은 진행

하기 어려우며(K1273 = 6.7 × 10-3), 식 (1)과 같이 C(CO)

를 첨가하면 생성하는 O2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염

화반응이 쉽게 진행된다. 여기서 생성되는 TiCl4는 비등

점이 409 K 정도인 무색의 액체이며, 공존하는 염화물

을 H2S나 증류에 의해서 제거하여 정제한 후 Ar 분위

기 중의 용융 Mg 위에 떨어뜨려서 첨가하면 다음의

반응에 의해서 스폰지 상의 Ti가 얻어진다.

TiCl4(l,g) + 2Mg(l) = Ti(s) + 2MgCl2(l) :

K1073 = 3.9 × 1015 (2)

특히 Mg과 Ti은 상호 용해도가 매우 적고 혼합되기

어렵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다. 물리적으로 스폰지 Ti에

1

2
---TiO

2
CO Cl

2
+ +

1

2
---TiCl

4
CO

2
+=

K
1273

8.4 10
4

×=

Fig. 2. Dr. Kroll at the Albany Research Center and high

frequency quartz tube furnace for Ti reduction.

Fig. 3. Process flow of Krol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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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입한 Mg이나 MgCl2는 진공증류로 제거하고, 또

MgCl2는 용융염 전해에서 Mg과 Cl2로 분리하고 각각

의 공정을 반복한다. 크롤법에 의해 제조된 스폰지상의

타타늄은 진공아크용해(VAR) 등을 통하여 잉곳으로 제

조되고 된다. Fig. 4에는 Kroll 프로세스에서 타이타늄

의 생성과 성장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내었다.10) 

이러한 크롤법은 고순도의 타이타늄이 얻어지고, 생

성한 Ti과 반응욕의 분리가 용이하며, 사용한 염소와 마

그네슘의 리싸이클링이 확립되어 있는 등 뛰어난 점이

있으나, 배치 프로세스(10톤/배치)로 반응으로부터 냉각

까지 약 10일 정도가 소요되어 생산성이 나쁘며, 에너

지를 다량으로 소비하고, 배치 내의 품질 편차가 있기

때문에 실수율이 낮고 프로세스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되어 왔기 때

문에 효율이나 생산성 개선은 극한에 달해 있다. 따라

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제련기술이 제안되어 현

재의 크롤법을 대체할 새로운 제련법의 연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4. Ti의 신제련법

현재까지 연구되어 온 주요한 타이타늄 제련법을 종

합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11) 타이타늄의 신제련법

은 환원방법으로 보면 금속 열환원법, 전해채취법, 그리

고 기타의 방법이 있으며, 환원경로 측면에서 살펴보면

산화물로부터의 직접 환원, 염화물/불화물과 같은 중간

화합물을 경유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생성물질의 상태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체(스펀지), 분말, 액체 등의 방법

이 있다. 여기서는 환원방법 측면에서 열환원법, 전해

Fig. 4. Schematic illustrations for the titanium formation and

growth in the Kroll process.

Table 2. Summary of Titanium reduction technologies

Name / Organization Process Product(s)

OS (Ono/Suzuki; Kyoto Univ.) Calciothermic reduction of TiO2 Powder / sponge

Armstrong/International Ti Powder Liquid Na reduction of TiCl4 vapor Powder

TIRO/CSIRO Liquid Mg reduction of TiCl4 vapor Powder

Preform Reduction/Tokyo Univ. Reduction of TiO2 reduction by Ca Ti powder compact

MIR Chem I2 reduction of TiO2 in ”shaking reactor” Particles

FFC / Cambridge Univ.

/ Quinetiq / TIMET

Electrolytic reduction of partially sintered

TiO2 electrode in molten CaCl2
Powder block

EMR/MSE (Univ. of Tokyo) Electrolytic cell between TiO2 and liquid Ca alloy reduces TiO2

Highly porous Ti 

powder compact

MER Corp.
Anode reduction of TixOyCz, transport through mixed halide 

electrolyte and deposition on cathode

Powder, Flake or Solid 

Slab

Quebec Fe &Ti (Rio Tinto), QIT Electrolytic reduction of Ti slag Ti Liquid

GTT s.r.l. (Ginatta)
Electrolytic reduction of TiCl4 vapor

dissolved in molten electrolyte

Liquid Ti, either tapped 

or solidified as slab

ITT(Idaho Titanium Technologies) Hydrogen reduction of TiCl4 plasma Powder

Fang(Utah Univ.)  Direct reduction of Ti-slag using MgH2 Powder

SRI International Fluidized bed reduction of TiCl4 with H2 Powder, Granule

CSIR (S. Africa) H2 reduction of TiCl4 Sponge

Vartech Gaseous reduction of TiCl4 vapor Powder

Idaho Research Foundation(ITT) Mechanochemical Reduction of liquid TiCl4 Powder



72 손호상 · 정재영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5, No. 4, 2016

채취법, 그리고 수소 환원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다

만 수소 환원법은 TiO2를 직접 수소가스로 환원하는 것

은 아니며, TiCl4를 수소로 환원하거나 타이타늄 수소화

합물(titanium hydride)를 만들어서 금속 타이타늄을 만

드는 것을 임의로 수소환원법이라 칭하였다.

4.1. 금속열환원법

4.1.1. OS 프로세스

OS 프로세스는 Kyoto 대학의 Ono와 Suzuki 교수에

의하여 연구되어 공업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온 것

으로,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해에 의하여 CaO

로부터 환원제인 Ca을 제조하고, 금속 칼슘을 함유하는

용융염 중에 분말상의 TiO2를 투입하여 타이타늄 분말

을 열환원법으로 제조하는 방법이다.12) 일반적으로 산

화물은 염화물 액체 중에 용해하기 어렵지만 CaO는 특

이하게 용융 CaCl2 중에 약 20 mol%까지 용해하는 성

질을 이용한 것으로, 단일 셀 내에서 CaO의 전해와 생

성된 Ca에 의한 TiO2의 환원을 하거나, Fig. 5와 같이

CaO의 전해와 TiO2의 환원을 분리된 셀에서 할 수 도

있다. 전해조에서 anode와 cathode에서의 반응식은 각

각 다음과 같다.

Anode : C + 2O2− = CO2 + 4e−

C + O2− = CO + 2e− (3)

Cathode; Ca2+ + 2e− = Ca (4)

환원조에서는 식(4)에서 생성된 Ca에 의해서 TiO2를

식 (5)와 같이 금속 타이타늄으로 환원한다.

TiO2 + 2Ca(in salt) = Ti + 2CaO(in salt) (5)

이 프로세스는 후술하는 FFC법과 마찬가지로 용융

CaCl2의 CaO용해도가 큰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전해법은 아니며, 칼슘 열환원법

(calciothermic reduction)이다. FFC법에서는 원료인

TiO2를 소결한 펠렛 형태로 투입하지만, OS법에서는 분

말상태로 투입하는 점도 큰 차이점이다. OS법에서도 상

업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환원제를 함유하는

다량의 용융염과 생성물인 타이타늄 분말의 분리 문제,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나 오염 등의 기술적으로 해결하

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4.1.2. Armstrong 법 

미국의 International Titanium Powder사에 Hunter법

을 개량한 Armstrong법을 제안하였으며, Fig. 6에 프로

세스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14) 원통형의 반응기 중앙

에 설치한 노즐로부터 분출하는 TiCl4 가스를 기체상의

Na과 반응시키고, 생성된 Ti 분말과 NaCl을 수세하여

Ti 분말을 얻는 방법이며, 기본적인 반응식은 식 (6)과

같다.

TiCl4 + 4Na = Ti + NaCl (6)

Hunter법에서는 부산물인 NaCl 중에 저급의 타이타

늄 염화물(TiCl3, TiCl2 등)이 생성되어 타이타늄 결정

의 형태제어가 곤란하여 2단계로 나누어 반응시킨 경위

가 있으나, Armstrong법은 기체(TiCl4)-기체(Na)의 반응

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응 생성물로부터 Na을 우선적으로 제거하여 과잉의

Na은 순환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잔류하는 미량의 Na

과 NaCl을 수세하여 제거하고, 회수한 NaCl은 건조한

후에 전해 등의 공정을 거친다.

한편 Armstrong법에서는 TiCl4와 함께 VCl4, AlCl3Fig. 5. Illustration of OS process (separat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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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동시에 공급하여 Ti-6-4 합금분말을 직접 제조하는

프로세스도 제안하고 있으며, 생성된 Ti나 Ti합금 분말

을 DPR(direct powder rolling)공정에서 연속적으로 판

재를 제작할 수 있으며, 상업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1.3. TIRO법

TIRO법은 호주의 국립연구소인 CSIRO (Common-

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

tion)에서 2005년도에 실험실적으로 성공한 프로세스로

서, Armstrong법이 Hunter법의 개량이라면, TIRO법은

TiCl4의 환원제로 Mg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Kroll법의

개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Kroll법과 다른 점은

TiCl4에서 직접 타이타늄 분말을 연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체상의

Mg과 TiCl4 가스를 반응기의 아래쪽에서 공급하여 유

동층을 형성시켜서 반응시키는 방법이다.15) 화학반응은

식 (2)의 Kroll법과 동일하지만, 개발초기에는 1200oC

정도에서 조업하는 것에 의해 부산물인 MgCl2를 연속

적으로 배출시키고, 반응로의 아래쪽에서 분말상의 타

이타늄을 연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성되

는 타이타늄이 소결되어 스펀지상으로 얻어지는 문제점

이 있기 때문에 약 650oC 정도에서 액상의 Mg과 기

상의 TiCl4가 비평형적으로 반응하여 타이타늄의 용융

이 일어나지 않고 분말상의 타이타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배출되는 MgCl2와 Ti는

진공증류에 의해 분리하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실험실 규모에서는 산소농도가

0.5 wt% 이상이었으나, 50 kg/day 정도의 파일럿 규모

에서는 산소농도가 감소할 가능성은 있다.

4.1.4. PRP (Preform Reduction Process)법

PRP는 Tokyo대학의 Okabe 교수 등이 연구한 방법

으로 프로세스의 흐름도를 Fig. 8에 나타내었다.16) 이

방법은 칼슘 열환원법(calciothermic reduction)에 해당

하는 것으로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상온에서 분

말상의 원료(UGI 또는 루타일)를 플럭스(CaCl2)와 혼합

하여 점결제에 의해 preform을 만든다. 그리고 고온에

서 하소를 하고, 이 과정에서 Fe는 선택적으로 염화되

어 제거된다. 뒤이어 고온에서 Ca(g)를 이용하여 환원

하고, 상온에서 침출에 의해 부산물을 제거한다. 플럭스

Fig. 6. Process flow diagram of the Armstrong/ITP process.

Fig. 7. Schematic diagram of CSIRO’s TiROTM continuous

process for CP titanium powder production. 

Fig. 8. Schematic illustration and flowchart of the P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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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CaCl2를 사용하는 것은 OS법과 마찬가지로 CaO

(TiO2 중의 산소)의 용해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열환원법에 비하여 반응용기로부터의 오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미량원소의 농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으며, 환원이 균일하게 일어나며, 생성물 입자의

형상은 플럭스에 의해서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 특히 전해법과 비교하면 플럭스 사용량을 줄

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비용의 프로세

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용화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실험실적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향후

연속공정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실용화도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2. 전해 채취법

4.2.1. FFC-Cambridge process17)

전해채취에 의해서 금속 타이타늄을 얻는 것은 전해

원료로 TiO2를 사용하는 직접 전해법과 중간 화합물을

경유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FFC-Cam-

bridge process (Fray-Farthing-Chen)는 TiO2를 원료로

사용하는 직접 전해법으로 영국의 Fray 등에 의해 연구

되어 화제가 된 방법이며, 그 개요를 Fig. 9에 나타내

었다.18) TiO2가 고온에서 반도체가 되는 성질과 OS법

이나 PRP법과 마찬가지로 CaCl2 중에 CaO, 즉 O2-가

대량으로 용해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CaCl2 염욕

중에서 소결한 TiO2를 음극(cathode), 탄소를 양극

(anode)으로 하여 TiO2를 환원하고, 탈산반응을 진행시

켜 저 산소농도의 타이타늄을 전해채취하는 방법이다.

즉, 음극으로 흘러가는 전자에 의해 산소를 이온으로 추

출하여 탄소양극과 반응하여 기체분자로서 방출한다.

Cathode에서는 환원 및 탈산반응이 일어나며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TiO2 + 4e− = Ti + 2O2− (in CaCl2) (7)

그리고 anode에서는 산화반응이 일어나며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2O2− = O2 + 4e− (in CaCl2) (8)

C + 2O2− = CO2 + 4e− (in CaCl2 (9)

한편 FFC법에서는 음극의 소성에 여분의 노력과 비

용이 필요하고, 반응용기의 재질적인 문제가 있으며, 더

욱이 생성한 타이타늄이 장시간의 완만한 반응으로 인

하여 소결되므로 용융염의 세정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9) 원리적으로는 매우 간편한 프로세스

이지만, 생성된 분말 중에는 원료 중의 불순물이 그대

로 잔류하여 정제를 하여야 하는 문제점도 남아 있다.

FFC법은 2001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립한 Me-

talysis사에서 FCC-Metalysis법으로 발전하여 타이타늄은

물론이고 탄탈륨(Ta)을 전해법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파

일럿 규모의 설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톤

규모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4.2.2. EMR/MSE법

EMR (Electronically Mediated Reaction)/MSE (Molten

Salt Electrolysis)는 Tokyo대의 Okabe 교수에 의해서

연구된 방법으로 전기화학적인 방법에 의해 산화물을 직

접 환원하는 방법이며, Fig. 10에 전기화학 셀의 모식도

를 나타내었다. 이 방법은 금속 열환원반응을 전기화학

적인 산화환원반응으로 만들어, 반드시 환원제와 타이타

늄 원료가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환원반응이 진행

하는 것을 이용하고 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같이 환원

셀(EMR에 의한 타이타늄의 환원)과 전해셀(환원제 제조)을

분리하고 있다. 환원셀의 cathode에서는 FFC와 동일한

식 (7)의 반응이 일어나며, anode에서는 OS법에서

cathode반응의 역반응인 식 (10)의 반응이 일어난다.20)

Fig. 9. Flowchart for FFC Cambridg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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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 Ca2+ + 2e− (10)

그리고 전해셀의 cathode에서는 OS법에서와 동일한

식 (4)의 반응이 일어나며, anode에서는 FFC와 동일한

식 (9)의 반응이 일어난다.

이 방법은 금속 열환원반응에서의 전기화학적인 반응,

즉 전도체를 매개로 한 반응(EMR)을 잘 이용하면 환

원부위를 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순물에 의해

오염된 환원제를 이용하여도 고순도의 금속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원리를 이용하였다. 용융염 전해

(MSE)와 EMR을 조합하는 환원방법은 전기화학적으로

가장 캐소딕한 부위는 환원제의 축적 사이트이며 원료

의 환원 사이트는 그 이상의 전위로 되기 때문에 용융

염 중의 불순물이나 과잉의 환원제가 생성한 타이타늄

중에 축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원제

의 생성/축적 부위와 타이타늄의 환원부위를 의도적으

로 분리하는 환원 프로세스는 오염방지나 야간전력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특징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장치설계상의 제

약이 많아지는 결점이 있다.21)

4.2.3. MER법

Fig. 11에 MER(Materials & Electrochemical Research

Corporation)법의 개요를 나타내었다.22) MER법은 상기

한 FCC나 EMR/MSE법과는 달리 TiO2를 원료로 사

용하지 않고, 식 (11)과 같이 TiO2를 탄소로 열환원

하여 oxycarbide(TixOyCz) 상태로 만들어 anode에 사용하

였다. 

TiO2는 탄소 열환원에 의해서 TiO로 만들 수 있으며, 따

라서 TiO2의 전해환원보다 쉽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그

리고 조업 조건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철과 Mn, Cr, V

등을 철합금으로 제거할 수 있다. 다만 식 (11)의 반응은

대기 중에서는 할 수 없으며, 진공이나 불활성 분위기의

1200 ~ 2100oC의 온도에서 반응시켜야 한다.

Anode와 cathode에서의 전해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Anode : TixOyCx → xTi2+ + zCO/CO2(g) + 2e− (12)

Cathode : xTi2+ + 2e− → xTi(s) (13)

전해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FFC법과는

달리 anode에서 용해되어 나온 Ti 이온이 cathode에

석출되는 방식으로 구리의 전해정제와 유사한 원리이다.

MER법은 2006년에 MER사와 Dupont이 컨소시움을

만들어 금속 타이타늄 분말을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개

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7 kg/day의 분

말을 만들 수 있는 규모의 스케일업을 추진 중에 있다.

TiO2+C
ΔQ(heat)

TixOyCx + (1 − z)CO (11)

Fig. 10.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electrochemical cell

of the EMR/MSE process.

Fig. 11.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electrochemical cell

of the MER process.



76 손호상 · 정재영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5, No. 4, 2016

4.2.4. QIT법

QIT (Quebec Iron and Titanium)는 Fig. 12에 나

타낸 것처럼 고온에서 용융 titania 슬래그를 cathode로

사용하는 전해 반응에 의해서 용융 타이타늄을 얻는 기

술을 개발하였다.22,23) 타이타니아 슬래그를 용융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반응온도는 1570 ~ 1860oC이다. 이 방

법은 기본적으로 TiO2 슬래그가 반도체로 거동하는 성

질을 이용한 것이다. 전해질인 용융 CaF2를 반응조에

장입하고, 뒤이어 용융 타이타니아 슬래그를 장입하면

비중차이에 의해서 2액상으로 분리된다. 그리고 응고된

전해질, 슬래그, 그리고 금속은 반응조의 벽체나 바닥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용융 타이타늄에 의한 침식 등

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QIT법은 일메나이트

를 정련하는 EAF(electric arc furnace)를 이용하며, 반

응은 1단계 또는 2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슬래그

중의 FeO 농도가 1.4 wt% 이상이면 1단계 전해에서

Fe, Cr, Mn, V 등을 우선적으로 환원하여 비중차이에

의해 반응조의 바닥으로 가라앉게 하여 제거한다. 뒤이

어 2단계의 전해에 의해 융융상태의 타이타늄으로 환원

하여 곧바로 잉곳 등으로 주조할 수 있다. QIT법의 기

본적인 반응은 TiO2의 탄소열환원으로 볼 수 있으며,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TiO2(l) + C(s) = Ti(l) + CO2(g) (14)

따라서 이 방법은 FFC 등과 유사한 방법이지만, 타

이타늄의 융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점

이 특징이다. 특히 다른 방법과 달리 생성물이 분말이

나 스펀지 상태가 아닌 액체 상태이므로 철강제련 등과

같이 용융 타이타늄을 연속적으로 얻을 수 있어서 재용

해 공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방

법이다. 그러나 아직 생산능력이나 상업화에 대한 계획

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슬래그 조성제어와 품질 확인

을 위한 반복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

사한 방법으로는 Takenaka 등의 ESR(Electro Slag

Remelting)법을 이용한 전해법이 있다.24)

4.3. 수소 환원법

4.3.1. ITT (Idaho Titanium Technologies)법

이 방법은 플라즈마 열원을 이용하여 TiCl4를 분해하

고 타이타늄 수소화합물(titanium hydride)을 만들어 분

말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기본 개념도를 Fig. 13에 나타

내었다.22) 즉, 플라즈마의 고온(약 4000 K)에 의해

TiCl4를 Ti와 Cl로 분해하고, 이것을 수소가스에 의해

칭하여 TiH2와 HCl을 얻는 것으로 기본적인 반응식

은 아래와 같다.

수소는 400oC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하면 제거되므로,

비교적 순수한 Ti 분말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수소에

의한 급냉과 환원 및 HCl 생성에 의해 타이타늄과 염

소의 반응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생성물이 TiH2 이기 때문에 산소는 매우 낮은 수준일

TiCl4(g)
plasma

Ti + 4Cl (15)

Ti + 4Cl4 +3H2

quench
TiH2(s) +4HCl(g) (16)

Fig. 12. A diagram of the QIT process.
Fig. 13. Basic process flow diagram of the plasma quench

reac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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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상세한 분석치는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는 생성되는 분말의 크기가 1 ~ 10 µm 수준

이기 때문에 입자 성장(50 ~ 300 µm)을 위한 연구를 수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3.2. Fang 프로세스

미국 유타 대학의 Fang 교수의 연구팀은 ITT법과는

달리 약 500oC에서 TiO2나 타이타늄 슬래그를 MgH2

와 반응시켜 TiH2를 만들고, 탈수소화에 의해 타이타늄

분말을 만드는 방법을 보고하였다.25) Fig. 14에는 3단

계로 이루어져 있는 타이타늄 분말 제조공정의 모식도

를 나타내었으며, 기본적인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17)

특히 MgH2는 300 ~ 400oC에서 1 atm 이하의 수소

분위기 중에서 수소를 방출하는 특성과, 수소보다 Mg

의 산소 친화력이 큰 점을 이용하여 환원과 동시에 수

소화합물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식 (17)에 의

해 생성된 TiH2는 물이나 묽은 산에는 용해되지 않으

며, 슬래그 중의 다른 불순물을 거의 고용하지 않으므

로, NH4Cl을 이용하여 부산물인 MgO를 침출하면 순

수한 TiH2를 얻을 수 있다. Fe 등과 같은 금속상의 불

순물은 묽은 염산 등을 이용하면 제거할 수 있기 때문

에 고순도의 타이타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

으로는 약 400oC에서 탈수소반응을 거치면 타이타늄 분

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방법은

Kroll법에 비하여 에너지 비용을 약 62 % 정도로 절감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MgH2의 비용 등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은 실험

실적 연구단계에 있지만 ITT법 등과 같이 TiCl4를 제

조하지 않는 직접제련이라는 점에서 향후의 전개에 대

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3.3. SRI (Stanford Research Institute)법

개발초기의 SRI법은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와 FBR(fluidized bed reactor)를 결합하여, TiCl4 등을

고온의 유동층 반응기 내에서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

여 금속 타이타늄이나 합금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고

온의 반응기 내에 알루미나 분말 등의 시드를 넣어서

유동화를 시키고 시드 표면에 CVD법과 동일한 원리로

증착시키는 원리였다.

그 이후에 MAFBR(multi-arc fluidized bed reactor)

를 고안하여, Fig. 15와 같이 4개의 아크 전극을 가지

는 유동층 반응기를 이용하여 대기압 하에서 플라즈마

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타이타늄이나 합금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26) 

5. 결  론

Kroll법을 대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련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타이타늄의 신제련법은 원료적인 측

TiO
2

2MgH
2

+ TiH
2

2MgO H
2

g( )+ +=

Fig. 14.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three-step process for

extracting Ti from upgraded Ti mineral (Ti-slag):

(1) direct reduction of Ti-slag using MgH2, (2)

leaching to purify TiH2, and (3) dehydrogenation of

TiH2 to form Ti.

Fig. 15. Photograph and schematic illustration of 2-inch

titanium granule multi-arc fluidized bed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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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본다면 TiCl4를 이용하는 방법과 TiO2를 이용하

는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TiCl4를 이용하는 기존의

Kroll법이나 Hunter법을 개량하거나, TiCl4를 전해제련

의 원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TiO2를 이용하여

직접 전해환원을 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타이타늄 하이드라이드를 경유하

는 방법은 산소농도를 매우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

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전개방향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의 타이타늄 신제련 프로레스의 개발과제로는 기

존 프로세스의 고효율화와 연속화 및 산화물의 직접 환

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신 프로세스의 개발

방향은 타이타늄의 용도에 적합한 품질을 제어할 수 있

어야 할 것이고, 환원 프로세스와 관련한 물질이동 및

이온이나 전자의 이동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

보다도 공정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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