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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알루미늄은 지각 구성 원소 중 실리콘에 이어 두 번째로 풍부한 금속원소이다. 알루미늄은 가볍고, 전기전도도가 우수하고, 내식

성이 우수하지만 산소와의 친화력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알루미늄의 1차 지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한편 알루미늄 스크랩을 리사이클링하면 1차 지금 생산과 비교하여 에너지 및 환경부하를 저감할 수 있다. 그러나 알루

미늄 스크랩 중의 불순물 제거가 곤란하여 재생되는 양은 한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알루미나의 제조부터 스크랩 처리 및 용

융까지의 알루미늄 생산 및 리사이클링 공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주제어 : 알루미늄, 스크랩, 리사이클링, 2차지금, 정련, 용해

Abstract

Aluminum is the most abundant metal and the second most plentiful metallic element in the earth’s crust, after silicon. Alu-

minum is a light, conductive, and corrosion resistant metal with strong affinity for oxygen. However, the primary aluminum pro-

duction process is highly energy intensive. The recycling of aluminum scrap reduces the energy consumption and environmental

burden, comparing to the primary metal production. However, the amount of the recovered metal from scrap is limited because

of the difficulties to remove the impurities in the scrap. This work provides an overview of the aluminum production and recy-

cling process, from the preparation of alumina to the scrap upgrading and the melting process.

Key words : aluminum, scrap, recycling, secondary metal, refining, melting

1. 서 론

알루미늄(Al)은 지각 구성 원소 중 3위를 차지하며,

금속원소 중에서는 두 번째로 풍부한 자원이다1). 특히

알루미늄은 가벼우면서도(밀도 2.70 g/cm3) 내식성이 우

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Cu, Si, Mn, Mg, Zn, Li

등의 첨가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합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철강 다음으로 사용량이 많은 범용 금속재료이

다. 한편 Al은 산화되기 쉬운 금속이지만, 용융Al 표면

에 생성한 산화피막이 매우 치밀하고 강한 보호피막을

만들어 용탕의 산화를 방지하므로 대기 용해가 가능하

여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특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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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Al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Al 스크랩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Al은 용융염 전해에 의해 생산되기 때문에 광

석으로부터 제련에 의해 얻기 위해서는 대량의 전력이

필요하다(보크사이트로부터 Al잉곳 제조에 필요한 에너

지의 83 % 필요)2). 다만 스크랩으로부터 재생하면 보크

사이트로부터 제련하는 경우의 3 ~ 5 % 정도의 에너지

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양의 Al은 리사이

클링되고 있다. 

Fig. 1에는 스크랩으로부터 주조용 합금을 생산하는

공정도를 나타내었다3). 수집한 스크랩은 필요에 따라

파쇄, 선별, 열처리(도막제거)를 거쳐서 1차지금과 함께

용융한다. 그리고 용탕 중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

련공정을 거쳐서 필요한 형상으로 주조한다. 그러나 Al

은 활성이 강한 금속이기 때문에 야금학적으로 정련이

곤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Al 스크랩을 재활

용하는 공정에서 합금원소로 첨가된 원소들의 제거가

곤란하여 잔류하는 타원소의 영향으로 2차지금의 용도

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l의

제련공정에서부터 스크랩의 전처리 및 용해, 정련 기술

에 대해 고찰하였다.

2. 알루미늄 제련의 개요

대표적인 알루미늄 광석은 보크사이트(bauxite,

gibbsite Al(OH)3, boehmite AlO(OH), diaspore, AlO(OH)

의 혼합물)이며, 주성분은 질량비(wt%)로 45 ~ 60

Al2O3, 2 ~ 20 Fe2O3, 1 ~ 4 TiO2, 1 ~ 10 SiO2 등이

며, 기타 미량성분(Mn, Ga, Ca, V, P, As)이 함유되어

있다. 우선 바이어법(Bayer법, 1888년) 등으로 보크사이

트로부터 순 Al2O3를 제조한다. 금속 Al은 Al2O3를 불

화물계(Hall-Heroult법)나 염화물계(Alcoa법)의 용융염

중에서 전해환원하여 제조한다. 전해 Al은 3층식 전해

법이나 편석법에 의해 고순도로 정제한다.

2.1. 알루미나의 제조

보크사이트로부터 알루미나를 제조하는 방법에는

Fig. 1. Flow chart of secondary Al refining operations for

the production of Al alloys.

Fig. 2. Flow sheets of Bayer’s process and sinte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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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r법, 소결법, 복합법이 있으나 대부분 Bayer법에 의

해 제조되고 있으며, Fig. 2에 Bayer법과 소결법의 공

정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어떠한 방법으로 Al2O3를

제조할 것인가는 아래 식과 같이 보크사이트 중 Al2O3

와 SiO2 함유량 비(M)에 따라 결정한다.

(1)

① M > 10: 고품위의 보크사이트이며, Bayer법에

적합

② 3 < M < 10: 저품위의 보크사이트이며, 소결법

에 사용

③ M < 3: Al2O3 제조에 부적합한 것

우선 Bayer법에 의한 Al2O3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보크사이트 중 Al2O3를 약 150 ~ 250 oC의 오토

클레이브(압력 30 ~ 40 atm) 중에서 NaOH 용액으로

침출하여 NaAlO2 (sodium aluminate)를 만들며, 반응

식은 다음과 같다.

Al(OH)3 + NaOH = NaAlO2 + 2H2O (2)

Al2O3·nH2O + 2NaOH = 2NaAlO2 + (n + 1)H2O (3)

② NaAlO2를 가수분해하여 Al2O3·3H2O를 석출시킨다.

③ Al2O3·3H2O를 가열·탈수하여 Al2O3를 생성시킨다.

이러한 반응은 매우 완만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량

의 알루미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대용량 탱크

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적니(赤泥, red

mud)로 불리는 산화철을 다량 함유한 불용성 잔사가 발

생한다.

2.2. 금속 Al의 제조와 정제

금속 Al은 Hall-Heroult법이나 Alcoa법에 의한 용융

염 전해에 의해 얻어진다. 우선 Hall-Heroult법 전해조

의 모식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전해욕은 알루미나

(Al2O3)의 용해도가 높은 빙정석(Na3AlF6)에 5 ~ 15 %

의 AlF3와 소량의 CaF2, LiF 등을 첨가하여 NaF/AlF3

를 1.1 ~ 1.4 정도가 되도록 한다. 음극(cathode)은 노

바닥의 탄소벽돌이며, 양극(anode)은 전해욕 중에 침지

되어 있는 탄소이다.

5 %의 Al2O3를 용해한 전해욕을 960 oC 부근에서

용융상태로 유지하면서 전해를 한다. 노 바닥의 음극상

에 Al이 용융상태로 석출하고, 양극(탄소)은 CO2, CO

가 발생하면서 소모된다. Cathode와 anode에서의 반응

은 각각 다음과 같다.

Cathode(−) : Al3+ + 3e = Al (4)

Anode(+) : 2O2−= O2 + 4e (5)

따라서 Al 용융염 전해의 총괄반응은 다음과 같다.

Al2O3(or 2Al2O3) + 3C = 2Al + 3CO(or 3CO2) (6)

금속 Al을 제조하는 Alcoa법은 Hall-Heroult법과 달

리 염화물 전해욕을 사용한다. Bayer법으로 제조한

Al2O3를 700 ~ 900 oC에서 아래식과 같이 염화시키고,

생성한 AlCl3(g)는 약 70 oC에서 고상의 AlCl3 입자상

으로 응축한다.

Al2O3(s) + 2C(s) + 3Cl2(g) = 2AlCl3(g) + CO(g)

+ CO2(g) (7)

AlCl3 입자를 약 700 oC의 용융 염화물 전해욕

(AlCl3+NaCl+LiCl)에 첨가한다. Cathode쪽에 용융 Al

이 생성되며, anode에서는 Cl2(g)가 방출된다. 

한편 Hall-Heroult법에서 전해 채취한 Al의 순도는

최대 99.8 % 정도이며, 전해욕의 원료나 전극의 회분

등에서 나온 Si, Fe, Ti 등이 불순물로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99.9 % 이상의 순 Al을 얻거나, Al 스크랩으

로부터 고순도의 지금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정제를 하

여야 한다. 현재 공업화되어 있는 정제법으로는 3층 전

해법(three layers electro-refining)과 편석법이 있다. 

3층 전해 정제법의 원리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우선

Al에 Cu를 첨가하여 융점이 낮고 밀도가 큰 Al-Cu(약

30 %Cu, 공정조성, m.p. 548 oC, 밀도 3.0 g/cm3)합금

양극을 만들고, 그 위에 순 Al보다 밀도가 큰 전해욕

(AlF2-BaF2-NaF계, 밀도 약 2.8 g/cm3)을 두고, 상부의

Silicon module : M = 
wt% Al

2
O

3

wt% SiO
2

---------------------------

Fig. 3. Schematic illustration of aluminium production by

electr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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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제 음극과의 사이에서 전해를 하여 최상부에 99.99

%의 정제 Al(밀도 2.3 g/cm3)을 석출시킨다.

편석법은 합금이 응고할 때 편석현상이 일어나는 것

을 이용하는 것으로, 열역학적인 방법으로 고순도의 Al

을 얻는 정제법이다. 대표적으로는 ‘분별 결정법’과 ‘일

방향 응고법’이 있다. 분별 결정법은 석출한 초정을 모

아 가압, 가열하면서 고액분리를 하고 부분적으로 재용

해하여 재결정화시키는 정제법이다. 일방향 응고법은 냉

각면에서 연속하여 응고를 진행시켜 고순도의 Al을 얻

는 정제법이지만, 분별 결정법에 비하여 정제효율이 낮

기 때문에 동일한 공정을 2 ~ 3회 반복할 필요가 있다.

스크랩으로부터 2차지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용융 Al의 정제법을 적용하고 있다.

3. 알루미늄 스크랩

3.1. 알루미늄 합금

Al의 1차지금의 생산량은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은 연간 6,000만 톤(2017년)을 넘어섰다.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되는 2차지금을 포함하면 약 9,000

만 톤에 육박한다. 1차지금과 2차지금의 비율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스크랩으로부터 생산되는 2차지금의 생

산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자가발생 스크랩과 가공 스크랩의 경우 성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용해에 의해 쉽게 리사이클링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구입하는 스크랩은 다양한 합

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합금종

류에 따른 조성을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1

에는 알루미늄 합금을 가공경화형과 석출경화형으로 구

분하여 나타내었다. 1000계의 순 Al을 제외하면 다양한

원소가 첨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합금원

소 때문에 Al은 cascade 방식으로 리사이클링 되기도

한다.

3.2. 알루미늄 스크랩

Table 2에는 알루미늄의 용도와 수명을 나타내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수송기기(자동차, 항공기, 선

박 등)용으로 약 27 %를 소비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건축용 재료로 약 25 %, 전기 전자 제품에 약 13 %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용도에 사용된 Al의 경

우 수명이 작게는 7년에서 길게는 약 40 년 정도이다.

최근의 2차 지금의 생산비율은 약 33 % 수준에 머물

러 있지만, 이러한 제품의 수명을 고려하면 향후 스크

랩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차 지금의 생산비율

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기기에 사용되는 Al의 비

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체계적인 수집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리사

Fig. 4. A schematic illustration of three-layer process of Al

refining.

Fig. 5. Global share of primary and recycled metal produc-

tion.

Table 1. Classification of wrought aluminum alloys according

to their strengthening mechanism

Work-hardenable alloys Precipitation-hardenable alloys

Alloy system Al series Alloy system Al series

Pure Al

Al-Mn

Al-Si

Al-Mg

Al-Fe

Al-Fe-Ni

1000

3000

4000

5000

8000

8000

Al-Cu

Al-Cu-Mg

Al-Cu-Li

Al-Mg-Si

Al-Zn

Al-Zn-Mg

Al-Zn-Mg-Cu

Al-Li-Cu-Mg

2000

2000

2000

6000

7000

7000

800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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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링이 쉬워서 약 90 % 이상이 리사이클링되고 있다.

자동차의 예상 수명을 고려하면 스크랩 발생량은 꾸준

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자동차(ELV, end of

life vehicle)는 해체와 슈레딩(shredding)을 거쳐서 금속

재료를 리사이클링하고 있다. 

건축물에 사용되는 Al의 용도는 주로 창틀이나 도어,

건물 외장, 지붕, 벽체 등이다. 그 외에도 건물의 공조

시스템, 태양광 판넬의 지지대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건축물에 사용된 Al의 회수율은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

에 사용된 Al의 양과 해체 후에 회수한 Al의 양을 비

교하여 판단하며, 전세계적으로 약 85 % 수준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Table 2로부터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폐음료 캔

(UBC, used beverage can)을 포함하는 포장재(packag-

ing)이다. UBC는 Al의 함유률이 높기 때문에 시장가치

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UBC는 다른 포장재

와 달리 두께가 있고 물리적 특성에 의해 쉽게 회수하

여 리사이클링되고 있다. UBC의 회수율은 국가별로 30

~ 100 %로 차이가 있지만, 전세계적인 회수율은 약 70

%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ble 3에는 대표적인 용도별 합금과 스크랩 발생원

을 나타내었다4).

4. 알루미늄 스크랩의 전처리

4.1. 스크랩의 파쇄와 선별

시중에서 구입한 노폐 스크랩은 형상이 다양하며, 여

러 가지 부품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파쇄하여 부착물

을 제거하고 일정한 크기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

본적으로 이러한 스크랩의 파쇄는 천연광석의 파쇄에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알루미늄 스크

랩의 경우 천연광석과 달리 연질이고, 형상과 크기도 다

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파쇄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자동차 차체와 같은 판재 스크랩의 경우 슈레더를 이

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실리더 헤드 등은

압축에 의한 파쇄가 적절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Fig.

6에 나타낸 해머식 슈레더(swing-hammer shredders)가

부착된 부품의 분리와 일정한 크기로 파쇄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Table 2. Average lifetime ranges for aluminum products in

years and world end-use markets for aluminum

products, 2015

Products
Life time

ranges (years)

Consumption

ratio (%)

Transport 7 ~ 20 27

Construction and building 15 ~ 50 25

Electrical 20 ~ 40 13

Machinery & equipment 20 ~ 40 9

Packaging < 1 8

Foil stock < 1 8

Consumer durables 8 ~ 15 5

Other 8 ~ 15 5

Table 3. Markets consuming post-consumer Al scrap

Market Secondary alloy Compatible scrap sources

Al packaging 3X04 can body sheet

• Old cans, can manufacturing scrap

• Non-can wrought manufacturing scrap

• Al- and Mg-based scrap mix from 2-t/m3 float fraction of a dense-media sink-

float plant 

Building Al 3105 painted sheet

• Old Al siding

• Al siding and extrusion construction scrap

• Mixed wrought manufacturing Al scrap with low Cu content

• Old wrought scrap 

Automotive Al

38XX casting alloys
Some 38X alloys can accept a mixture of the most common old scrap varieties 

without dilution, as long as the Mg concentration is controlled by chlorination

319X casting
Tighter concentration limits on 319 increase the dilution requirement and limit the 

types of old scrap that can be added to a 319 alloy batch

Steel deoxidants 95%Al
This specification can be met by several mixtures of old wrought alloy scrap as 

well as limited quantities of old cast sc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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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LV 중에서 휠이나 실린더 헤드 등은 Al이 단

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분리하여 재용해 할 수 있

다. 그러나 Al이 포함된 차체를 슈레딩한 경우에는 많

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스크랩의 경

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선별공정을 거쳐야 한다.

Table 4에는 알루미늄 스크랩에 적용하는 선별법의 특

징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3).

수선별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지만 인건비에 따른 경

제성 문제가 있다. 자력선별은 와전류 선별과 조합하여

철계 스크랩 등을 분리하는데 유용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Al은 와전류가 흐르기 쉽기 때문에 자계를 작

용시켜 와전류에 의한 선별을 하고 있다. 특히 와전류

에 의한 분리효율은 전기전도도(σ)에 비례하고 비중(ρ)

에 반비례하는데, Al의 경우 σ/ρ가 약 13.96이며, 구

리는 6.67, 아연은 2.41 정도이므로 비철금속을 종류별

로 분리할 수도 있다5). Fig. 7에는 벨트식 자력선별기

(a)와 와전류 선별기(b)의 원리를 모식적으로 나타내었

다. Al 융점(660 oC)은 아연보다 높지만 Cu 보다는 낮

Fig. 6. Swing-hammer shredders for the comminution of

automobile scrap and other types of light scrap.

Table 4. Classification of sorting methods showing the physical parameter and the desired separation.

Separator

type

Physical

Parameter

Desired 

Separation
Technology

Hand sorting aspect metal types & wrought-casting alloys manual operation

Magnetic magnetic susceptibility ferrous fraction, nickel-based alloy magnetic drum, overhead belt magnet

Air separator mass low density as paper foam plastic
vertical zig-zag, air table, elutriator, air 

knives

Eddy current conductivity non-metal & metal types
eddy current system

electromagnetic system

Dense media density non-metal & metal types soak flow, wet jig

Thermal melting point wrought-casting alloys hot crush

Elemental

composition

vapor phase, plasma, X-

ray & γ-ray energy
alloy type LIBS*, XRF*

Image analysis color and shape alloy type color, etch, 3D shape

Transmission atomic number alloy type XRT*

*LIBS: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XRF: X-ray fluorescence, XRT: X-ray transmission

Fig. 7. Overhead-belt magnetic separators(a) and eddy-

current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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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혼합되어 있는 금속의 융점차를 이용하면 분

별 용융에 의해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온도

나 분위기 조절이 중요하며, 용융을 위한 전처리로 생

각할 수 있다.

4.2. 도막제거

UBC 리사이클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알루미늄 캔

의 외면과 내면에 사용되는 도료에 기인하는 용해 실수

율과 품질의 저하다. 도료에 함유되어 있는 고분자 화

합물이 용해할 때 연소발열하고 산화를 촉진하여 금속

으로 회수되는 Al량이 감소한다. 또 도료의 안료로 사

용되는 TiO2(백색안료)가 용탕성분 중에 증가하면 불순

물 원소원이 되어 조대한 개재물을 생성하므로 가공불

량은 물론 제품결함의 원인으로 되어 품질이 저하한다.

따라서 UBC 등의 인쇄도막은 필히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UBC의 도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인쇄도막

의 주성분인 유기물을 배소하여 제거하는 배소법(열처

리)이 실용화되어 있다. 1단계에서는 도막층의 열분해

에 의해 유기물이 제거되고 무기물이 Al 표면에 남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가스가 발생한다. 뒤이어

산소가 존재하면 Al 표면에 잔류하는 탄소가 산화되면

서 CO2 가스와 열이 발생하고, 무기물은 Al표면에 잔

류한다. 특히 배소법에서는 안료성분인 TiO2의 제거가

곤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Fig. 8에는 배소법에 의

한 도막 제거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내었다6).

한편 도료를 구성하고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용제를

사용하여 팽윤시켜 박리하는 방법도 있다. 즉, 용제를

흡수하여 팽윤한 고분자 도료의 팽창력이 도료와 Al소

재 사이의 밀착력보다 높게하여 박리하는 것이다. Fig.

9에 팽윤 박리법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7) 용제로는 염

화메틸렌(Methylene Chloride, CH2Cl2)에 산성분을 첨

Fig. 8.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rmal de-coating.

Fig. 9. Schematic presentation of swell-peeling method of

paints on aluminum beverage cans.

Fig. 10. End-of-life vehicle dismantling and aluminum recycl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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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것 등을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쇄

도막의 벗겨내기 위해 파쇄한 캔재료를 블라스팅하는

숏블라스트법도 실용화 되어 있다. 

4.3. 자동차용 알루미늄 스크랩의 전처리

Fig. 10에는 ELV의 해체와 슈레딩을 거쳐서 Al이

리사이클링되는 공정도를 나타내었다8). 특히 Al합금 휠,

실린더 헤드 등은 해체하여 재사용하거나 재용해 공정

을 거친다. Al이 포함되어 있는 차체는 슈레딩하여 자

력선별로 철강재와 비자성체를 분리한다. 비자성체는 중

력선별과 와전류 선별 등을 거쳐서 Al 스크랩을 선별

하고 있다. 

5. 알루미늄 스크랩의 용해와 정련

5.1. 스크랩의 용해

Al은 비교적 용해하기 어려운 금속이다. Al의 융점은

철이나 동에 비해 매우 낮은 660 oC이지만, 용융잠열과

비열이 크기 때문에 Cu의 용해보다 다량의 열량이 필

요하다. 또 Al은 빛을 잘 반사하는 성질이 있어서 용해

시에는 열원으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기 어렵다.

즉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흑도는 Fe나 Cu의 약 1/4

정도이다. 따라서 Al은 용해하기 어려운 금속으로 알려

져 있다.

한편 Al은 매우 활성이 큰 금속으로, 산소와 쉽게

반응하여 산화알루미늄(알루미나, Al2O3)으로 된다. 금

속 산화물의 생성 자유에너지를 비교하면 Al은 진공용

해가 아니면 주조할 수 없는 Ti 보다 산화되기 쉬운

금속이다. 그러나 생성한 알루미나가 매우 치밀하고 강

한 보호피막을 만들어 내부의 Al 산화를 방지하기 때

문에 Mg과 같이 연소되는 일은 없다. 

Al(합금)의 용해공정은 원료의 장입, 용해, 성분조정,

탈가스, 슬래그 제거, 미세화 등의 용탕처리와 온도조절

로 구성되어 있다9). 알루미늄 합금은 제련에서 얻어진

1차 지금, 스크랩, 합금성분을 목적에 맞게 배합하여 용

해하고 성분조정을 하여 제조한다. 주조용 알루미늄 합

금을 얻기 위해서는 주조량에 맞는 용해로, 유지로, 용

해 겸 유지로 등이 필요하다. Table 5에는 알루미늄 합

금 주물용 용해로의 종류, Table 6에는 각종 용해로의

특징을 나타내었다10).

5.2. 알루미늄 스크랩의 용탕처리

Al스크랩이나 1차 지금을 용해할 때, 용탕의 개재물

과 수소농도가 최종제품의 품질을 좌우한다. Al합금 용

탕 중에는 외생 개재물과 내생 개재물이 존재한다. 외

생 개재물은 일차주괴나 이차주괴에서 혼입된 것으로

산화물, 탄화물, 불화물 등이다. 내생 개재물은 용해-주

조공정에서 용해 분위기와 용탕의 반응에 의해 생성하

는 산화물계 개재물과 결정립 미세화제 등에 의해 생성

되는 것들이다. 또 용해 및 주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

기와 접촉하여 수분을 흡수해 용탕 중의 수소농도가

Table 6. Characteristics of melting furnace

Furnace type
Melting

amount

melt

quality

Temp.

control

Melting

rate

Crucible

Furnace

combustion △ ◎ ○ △

electric resistance △ ◎ ◎ △

Reverberatory

Furnace

combustion ◎ △ △ ◎

electric resistance △ ◎ ◎ △

Induction Furnace ◎ △ ◎ ◎

◎: Excellent, ○: good, △: bad

Table 5. Type of furnaces for melting of aluminum

Furnace type Fuel

Crucible

Furnace

Stationary
closed

electric
resistance

open induction

tilting
closed

natural gas

heavy oil

open heavy oil

Reverberatory

Furnace

Stationary heavy oil

tilting natural gas

rotary electric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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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고, 응고하는 과정에서 기포 결함으로 존재하게

된다.

Al용탕의 청정도 개선은 곧바로 제품의 품질향상과

연계되므로, 적절한 용탕처리를 실시하여 주조품의 품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현재 Al용탕으로부터의 제거가

실용화되어 있는 것은 Mg, Li 등 알칼리, 알칼리토류

금속 뿐이며, 용탕처리에는 화합물법, 편석법, 진공정제

법, 삼층 전해법 등이 있다. 실질적인 알루미늄 용탕처

리에는 탈가스와 개재물 제거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5.2.1. 탈가스

대기 중의 수분, 연소가스 중의 수분, 내화물 중의

수분이나 용탕부근에 존재하는 수분은 다음 식과 같이

Al과 반응하여 수소가스가 용탕 중으로 용해된다.

2Al + 3H2O = Al2O3 + 6H (10)

Al 용탕 중의 수소 용해도 SH(cm3/100 g Al)는 다음

과 같다.11)

(11)

여기서 A와 B는 합금 조성에 따른 상수로 순 용융

Al의 경우 A = 1.356, B = 2760이며, 는 분위기 중

의 수소분압(mmHg)이다.

탈가스는 랜스, 튜브, 다공성 플러그(porous plug),

임펠러 등으로 용탕 중에 불활성 기체를 취입하거나, 탈

가스제를 투입하여 이루어진다. Fig. 11에는 랜스를 이

용한 가스취입과 GBF (Gas Bubbling Filtration)를 이

용한 탈가스법의 원리를 모식적으로 나타내었다. 불활

성 가스 취입에 의한 탈가스는 Ar, N2, Cl2 등의 가스

를 사용한다. 특히 Cl2에 의한 탈가스 및 개재물 제거

는 효율이 높으나 환경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미국이

나 일본에서는 환경규제 강화로 고체 플럭스 등을 사용

하고 있다12).

가스 취입법에 의한 용탕 중의 수소제거는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

① 불활성 기체의 기포표면으로 확산과 대류를 통한

원자상태의 수소 이동.

② 불활성 기체의 기포와 용탕 중 수소기체의 분압

차이에 의해 기포 내로 흡수되고 분자상태로 결

합되어 불활성 기체 안으로 수소기체 포집.

③ 버블이 용탕 표면으로 부상하여 수소 제거

5.2.2. 용탕의 개재물 제거

용탕 중에 산화물, 질화물 등의 개재물이 존재하면

주조성 악화, 기계적 성질 저하, 표면처리 결함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용탕처리에 의

해 청정한 용탕을 만들어 주조공정에 투입하여야 한다.

개재물의 제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10).

① 불활성 가스나 할로겐 가스를 취입하여 부상분리

(탈가스 처리와 병행)

② 플럭스(NaCl, KCl, NaF 등을 주성분으로 소량의

Na2SiF6, Na2SO4 등이 첨가된 플럭스)처리에 의

한 방법 

③ 망상이나 스펀지 상의 필터 등에 용탕을 통과시켜

제거하는 용탕 여과법

5.2.3. 불순물 원소의 제거

Table 1에 나타낸 알루미늄 합금의 규격을 고려하면

리사이클링을 위해 알루미늄 스크랩으로부터 제거하여

야 할 원소는 Cu, Mg, Si, Mn, Fe 등과 스크랩의 취

급과정에서 혼입될 수 있는 Li, Sn, Pb 그리고 캔의

logS
H
 = A − 

B

T
--- + 

1

2
---logp

H
2

p
H
2

Fig. 11. Schematic diagrams of lance degassing(a) and

rotary degassin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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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등에 기인하는 Ti 등이 있다. 여기서 Mg과 Li은

리사이클링 공정에서 열역학적으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실제로 Mg은 용탕처리에 의해서 제거하고 있

다. 그러나 Al 보다 산소와의 친화력이 약한 Ti, Si은

제거가 쉽지 않다. 그리고 Fe, Mn, Sn, Cu, Pb, Zn은

제거하기 어려운 원소이다. Table 7에는 대표적인 불순

물 원소의 용융 Al 중에서 무한희석 상태의 활동도 계

수를 나타내었다. γ
0가 1 보다 큰 것은 Zn, Pb 뿐이

며, 나머지는 전부 1 보다 매우 작은 값이다. 따라서

열역학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3)

Al은 그 자체가 활성인 금속이기 때문에 불순물을 우

선적으로 반응시켜서 슬래그나 플럭스화 하는 것은 쉽

지 않다. 기본적으로 알칼리, 알칼리토류 금속 이외에는

Al 화합물이 가장 안정하며, 예외적으로 Ti과 Zr이 질

화물과 탄화물에서 Al 보다 안정한 화합물을 생성한다.

한편 최종분리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고체 화

합물을 생성시켜 분리·제거하는 방법이 제안되어 있다.

한 예로는 Fe, Mn이나 Mn, Cr을 다량으로 함유하는

알루미늄 합금에서는 합금의 액상선 이상의 고온에서

금속간 화합물을 정출한다. 이러한 금속간 화합물은 용

탕 중의 불순물 성분을 농축하므로, 금속간 화합물을 액

상으로부터 분리하여 용탕의 불순물 농도를 저감할 수

있다. 그리고 Si, Fe 등은 앞에서 설명한 결정 분별법

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Zn은 진공증류법으로 제거할

수 있다. 

5.2.4. 알루미늄 드로스의 리사이클링

알루미늄은 활성이 매우 크므로 용해공정에서 용탕표

면에 반용융 상태의 드로스가 생성된다. 드로스는 용융

알루미늄과 다양한 산화물, 염화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의 성분은 용해방법 및 사용되는 플럭스의 양

과 성분에 의해 좌우된다14).

드로스는 공정조건에 따라 화이트 드로스(white

dross), 블랙 드로스(black dross) 그리고 솔트 케익(salt

cake)으로 나누어진다. 화이트 드로스는 금속 알루미늄

의 용해 및 용해 후 주조 공정 전 용탕 표면에 발생한

드로스이다. 특히 화이트 드로스는 크기가 클 뿐더러 알

루미늄 함량이 높아 재용해하면 드로스 무게의 15 ~ 70

%의 알루미늄을 회수할 수 있다. 화이트 드로스는 대부

분 반사로나 도가니로에서 재용해하여 알루미늄을 회수

하고 여기서 발생된 드로스는 블랙 드로스와 함께 재용

해 한다.

블랙 드로스는 알루미늄 스크랩을 용해할 때 용탕의

표면산화를 방지하고 용탕내 불순물의 분리를 위해 플

럭스를 사용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며, 금속 알루미늄

의 함량은 20 % 미만이다. 블랙 드로스는 용탕에서 걷

어낸 후 응고하기 전에 원심분리나 squeezing 방법을

사용하여 드로스에 묻어 있는 금속 알루미늄을 회수한

다. 나머지는 폐기하거나 회전형 노, 도가니 노 등에서

NaCl, KCl이 주성분인 염과 함께 용해하여 잔류하는

금속 알루미늄을 회수한 후에 매립 등의 방법으로 폐기

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드로스 양의 약 12 ~ 18 %의

알루미늄을 회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드로스 내에 남아 있는 알루미늄 금속을 염과 함께

재용해하고 남은 드로스를 솔트 케이크이라 하며, 여기

에는 3 ~ 5 % 정도의 알루미늄이 존재한다. 솔트 케이

크의 대부분은 매립 등으로 폐기처분하고 있으나, 이것

을 물에 용해하여 염성분을 수용액상으로 분리시킨 후

가열, 농축하여 염을 재사용하는 방법도 개발되어 있다.

6. 종 합

본 연구에서는 보크사이트로부터 알루미나 및 금속

알루미늄의 제조에서부터 스크랩을 처리하여 2차지금을

생산하는 리사이클링 공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알루미늄은 철강 다음으로 사용량이 많은 양산금속이

며, 대기용해가 가능하여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

었다. 한편 알루미늄의 1차지금 생산을 위해서는 다량

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스크랩을 리사이클링하는

경우 1차지금 생산을 위한 에너지의 3 ~ 5 % 정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알루미늄이 리사이클링되

고 있다. 

알루미늄의 리사이클링을 위해서는 수집이 가장 큰

관건이며, 수집된 스크랩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에 대

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특히 선별을 위해

서는 수집된 스크랩의 적절한 파쇄가 필요하다. 파쇄된

스크랩의 가장 기본적인 선별은 자력과 와전류 선별이

지만 최근에는 색도인식이나 분석기를 이용한 선별도

Table 7. Activity coefficients of tramp elements for aluminum

refining

Element Si Mg Fe Cu Zn Pb

γ
0 0.04 0.168 0.027 0.042 2.161 78.52

Temp.(K) 1100 1073 1873 1373 10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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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고 있다.

선별된 알루미늄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용해가 필요하

며, 이 과정에서 혼입된 불순물이나 합금성분을 정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알루미늄의 열역학적 특성상

정련이 곤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해 전기화학적 및 열역적 정련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보다 효과적인 알루미늄의 리사이클링을 위해서

는 수집, 파쇄, 선별, 전처리, 용해와 정련 기술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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