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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티타늄 생산 원료로서 TiO2는 천연 일메나이트 광석을 1823 K 이상에서 탄소와 함께 환원 및 산 침출을 통해 티타늄이 풍부한

슬래그로부터 생산할 수 있으나, 공정상 매우 높은 에너지 소비 및 다량의 침출 잔류물을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1573 K 이하 온

도에서 Na2SO4에 의해 FeTiO3의 황화 처리를 통해서 철 자원은 FeS 황화물 상으로써 티타늄 자원은 TiO2-Na2O계 산화물 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반응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FeTiO3의 황화 처리의 기초 연구로서, FeS 황화물 상과 TiO2계 슬래그 상의 분리성에

미치는 환원 분위기의 영향과 대기 분위기 속에서 반응온도와 Sulfur 비에 따른 Fe, Ti, Na 등의 거동을 조사하였다. 1573 K 및 탄

소 포화 조건에서 FeTiO3의 Fe는 Fe-C-S 금속과 일부 FeS로 분리 가능하며, 산화물 내 농도는 4 mass% 정도로 감소하였다. 또한,

Sulfur/Fe 비가 높아질수록 자성 분리 후 회수된 산화물의 Fe 농도가 증가하며, 회수된 금속상 내 Fe 농도는 감소하였다.

주제어 : FeTiO3, 고온 황화, 분리성, 환원 분위기, Fe-C-S

Abstract

TiO2 as a raw material for producing titanium can be produced by carbon reduction of natural ilmenite ores over 1823 K and

acid leaching of the obtained titanium-rich slag. However, the conventional process can cause very high energy consumption and

a large amount of leaching residues. In the present study, we proposed the sulfurization of FeTiO3 with Na2SO4 at temperatures

below 1573 K, which can separate Fe in FeTiO3 as the FeS based sulfide phase and Ti as the TiO2-Na2O based oxide phase.

This study is a fundamental study for sulfurization of FeTiO3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reducing atmosphere, reaction tem-

perature and the sulfur/Fe ratio on the separability and distribution behaviors of of Fe, Ti, and Na between the oxide phase and

the sulfurized phase. At 1573 K and carbon saturation condition, the Fe can be separated from FeTiO3 as Fe-C-S metal and a

part of FeS, and the concentration of Fe in oxide decreased to 4 mass% after sulfu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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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티타늄은 철강, 의료, 항공 및 우주 분야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중요 금속 중의 하나이며 수요

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이다. 또한 높

은 비강도, 고온 적응력, 내 부식성 및 생체 적합성이

높은 금속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티타늄은 우수한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비용이 많이 드는 것

이 특징이다1). 

일반적으로 금속성 티타늄은 Kroll 공정으로부터 고

급 루타일 광석(TiO2)의 염화 처리를 시작으로 생산된

다2). 이 외에도 FFC Cambridge 공정3), Ono Suzuki

공정4,5), Molten oxide electrolysis 공정6), Performing

reduction 공정7,8) 그리고 USTB titanium 공정[9] 등과

같이 티타늄을 생산하기 위한 많은 공정이 연구되고 있

다. 하지만 공정과정에서 초기 물질이 TiO2인 경우, 값

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총 제조 비용이 결국엔 비싸지

게 되어 부가가치가 높은 티타늄 제품을 얻기는 쉽지

않다. 한편, 티타늄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고품위 티

타늄 광물의 매장량이 점차 고갈되고 있으며, 저급 티

타늄 자원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값비

싼 루타일 광석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풍부하고 저렴한

일메나이트(FeTiO3)를 사용하게 되면 큰 비용을 줄일

수 있다10-12). 

저렴한 천연 일메나이트로부터 고순도의 TiO2를 제

조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크게 건

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눌 수 있다13-17). 건식법의 경우,

1973 K 이상에서 천연 일메나이트 광석의 탄소 환원과

수소나 CO 가스에 의한 환원 반응을 거친 후 자력 분

리법에 의해 환원된 Fe를 제거하며, 황산 및 염산 침출

등의 여러 공정에 의해 티타늄이 풍부한 슬래그로부터

고농축 이산화티타늄을 제조하는 습식법이 있다. 구체

적으로는 일메나이트를 부분적으로 환원하고 나서 염산

으로 침출시켜 TiO2를 회수하는 Benilite 프로세스18),

일메나이트를 코크스 등으로 부분 환원시키고 황산으로

침출시키는 Ishihara 프로세스19) 등이 있으며, Becher

프로세스, Murso 프로세스, Mitsubishi 프로세스 등 다

양한 제조 공정이 제안되고 연구 개발되었다20-23). 하지

만, 결과적으로 천연 일메나이트로부터 이산화티타늄을

생산하기 위한 기존의 공정은 에너지 소비가 비교적 높

으며 폐산, 잔류 침출물 등이 다량으로 발생한다24-26).

따라서 일메나이트로부터 TiO2를 제조하기 위해 경제적

이고 2차 부산물이 적은 새로운 제련 방법을 제안할 필

요가 있다.

한편, Na2SO4를 첨가제로 활용하여 FeTiO3에서 Fe

의 환원반응을 촉진하여 Fe의 분리 및 TiO2농축 산화

물을 회수하는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 Geng은 1473 K

에서 티탄철광과 Na2SO4를 혼합하여 소결 과정 중에

Fe의 환원 반응을 조사하였고, 50 μm 정도 Fe 미세입

자가 생성한다고 보고하였다27). Lv 등은 1623 ~ 1723

K에서 Na2SO4를 8 mass% 이하로 첨가제로 일메나이

트로부터 Fe의 환원거동을 C/O 몰비 및 황산나트륨 투

입량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였다28). 또한, Li 등은 함니

켈철광에서 Fe를 제거하기 위해 Na2SO4의 영향을 연구

하였다29). Na2SO4를 소량의 첨가제로 활용한 기존 연

구에서는 Fe의 환원반응을 조사하여 TiO2농도의 조사

만 주로 이루어졌으나, 고온 황화를 통해 생성된 상들

에서 Na, Ti, Fe의 거동은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는 공정 온도보다 비교

적 낮은 1573 K 이하의 온도에서 Na2SO4와의 황화

반응을 통해 식 (1)과 같이 FeTiO3 내 철 자원은 저융

점의 FeS계 황화물로써 분리 및 제거하고 티타늄 자원

은 밀도가 가벼운 TiO2-Na2O계 산화물로써 밀도 차이

로 쉽게 회수할 수 있는 반응을 고려한다. 

FeTiO3 + Na2SO4 + 4C 

FeS + TiO2
Oxide phase + Na2O

Oxide phase + 4CO (1)

상기 반응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산소 및 황 분

압에 관련한 분위기 변화에 따른 황화물과 산화물 사이

상 분리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보고된 열역학 데

이터30-32)를 사용하여 황화물, 산화물, 가스 간의 반응에

따른 자유에너지의 변화를 고려하여 상 분리가 안정적

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되는 분위기 속에서 반응온

도와 전체 Sulfur/Fe 비에 따른 Fe, Ti, Na 등의 거동

을 조사하였다.

2. 실 험

본 연구에서는 FeTiO3와 Na2SO4의 고온 황화 및

환원 반응을 통해 FeTiO3로부터 Fe, S 함유 금속 상

과 TiO2계 슬래그 상의 분리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도

가니가 다른 2종류의 실험, 황화 반응 동안 Fe와 Ti

거동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S/Fe 비 및 온도의 영향을

조사하는 실험으로 총 3종류의 다른 실험 조건에서 진

행되었다. Fig. 1은 고온 황화 환원 반응을 위한 실험

장치의 모식도를 보여준다. 또한, Fe, Fe2O3, TiO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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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하는 혼합비로 Ar 가스 분위기 속에서 온도는

1673 K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켜 얻어진 FeTiO3를 제

작하여 사용하였으며, XRD로 확인하였다(Fig. 2 참조).

Table 1은 각 실험 조건에서 반응온도, 시료의 초기 조

성, 사용된 도가니, S/Fe의 몰 비를 보여준다. 모든 조

건에서 Na2SO4와 FeTiO3를 1:1 몰 비가 되도록 초기

조성을 결정하였다.

실험 A에서는 일정 온도 및 일정 S/Fe 조건에서 산

소 분압(logPO2 ≈ 10 atm)이 CO/CO2의 혼합가스로

제어되었다. 실험 순서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미리 준

비된 알루미나 도가니(외경 36 mm, 내경 31 mm, 높

이 45 mm) 내에 Na2SO4와 카본을 1:4 몰 비로 혼합

하여 먼저 장입을 한 후, 미리 제작된 FeTiO3 파우더

를 그 위에 장입하여 샘플 제작을 완료하였다. 샘플 장

입 전에 저항로 내부 온도는 1573 K, 분위기는 Ar

(200 ml/min)으로 2시간 동안 치환하였다. 준비된 샘플

을 장입 후에, 로내 분위기는 CO와 CO2의 혼합비가

1.3이 되도록 유량을 제어해서 12시간 동안 반응 실험

을 실시하였다. 반응시간이 끝난 후 샘플을 꺼내어 수

냉하였다. 급냉한 샘플은 조심히 분쇄하여 회수하였고,

XRD를 통해 분석되었다.

실험 B에서는 실험 순서, 준비된 샘플에 조성은 실험

A와 동일하나, 흑연 도가니(외경 34 mm, 내경 24

mm, 높이 50 mm)를 사용하여 탄소 포화 조건에서 5

시간 동안 Ar (200 ml/min)을 흘려 반응을 진행하였다.

반응 후 얻어진 샘플은 분쇄 및 자성 분리 후, 각각

XRD 및 FE-SEM을 통해 분석되었다. 실험 C에서는

탄소 포화 조건에서 Table 1과 같이 Sulfur/Fe의 비가

일정한 시료를 제작하여 1273 ~ 1573 K에서 일정한 시

간 동안 대기 분위기에서 황화 반응을 진행하였으며,

1573 K에서 Na/Fe의 질량비가 0.8로 일정한 조건에서

Sulfur/Fe의 비가 변화하는 시료를 제작하여 실험을 진

행하였다. 반응 후 샘플들은 수냉하였고, 분쇄 및 자성

분리 후 회수하여 ICP-AES를 통해 분석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 A와 B에서는 CO/CO2 혼합 가스에 의한 산소

분압 제어 조건과 흑연 도가니를 사용한 탄소 포화 조

건에서 FeTiO3가 Na2SO4에 의해 황화 처리를 통해서

FeS계 황화물과 TiO2-Na2O계 산화물로서의 상 분리를

조사하였다. 먼저 실험 A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etup.

Table 1. Initial composition of the sample and the used crucible for the Exp. A ~ C

Exp. Temp K
Composition, mass % Sulfur/Fe

ratio

Used

CrucibleFeTiO3 Na2SO4 C S

A 1573 44 42 14 0 0.5 Alumina

B 1573

44 42 14 0 0.5

Carbon

C-1 1273

C-2 1373

C-3 1473

C-4 1573

C-5

1573

41 38 14 7 1

C-6 39 36 12 13 1.5

C-7 36 34 12 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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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나 도가니를 사용하여 산소 분압이 제어된 실험

에서, 샘플은 FeS계 황화물과 TiO2-Na2O계 산화물로써

상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의 상으로 얻어

졌다. Fig. 2는 하나의 상으로 얻어진 샘플을 XRD 분

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보여준다. 1573 K에서 산소분

압이 약 1010 (atm)인 조건에서 얻어진 샘플은 산화물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XRD 분석에서 알루

미나가 관찰된 것은 샘플 내 혼입된 도가니의 미세 입

자로 판단된다. 

FeTiO3와 Na2SO4와의 반응을 황화물, 산화물, 가스

간의 반응으로 가정할 경우, 아래의 반응식을 활용하여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를 구할 수 있다. 실험 A 조건에

해당하는 반응식 (2)와 (3)은 반응식 (4) ~ (7)을 이용하

여 얻을 수 있으며, 온도에 따른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

를 Fig. 3에 표현하였다. 반응식 (4) ~ (8)의 표준 자유

에너지는 기존에 보고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30-32).

FeTiO3 + Na2SO4 + 4CO 

FeS + Na2O + TiO2 + 4CO2 (2)

Na2SO4 + 3CO  Na2O + S2 + 3CO2 (3)

FeO + TiO2 = FeTiO3 (4)

45700  13.85logT + 120.06T

(5)

54097.5  2.76T

Na2O(l) + S2(g) + O2(g) = Na2SO4(s) (6)

1034990  50.09logT + 478.45T

CO(g) + O2(g) = CO2(g) (7)

-282580 + 86.015T

Fig. 3에서처럼 반응식 (3)의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는

반응식 (2)보다 낮으므로 Na2SO4 내 황은 가스로서 존

재하는 것이 안정하여 FeS의 생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Table 1에서 처럼 탄소를 같이 장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Na2SO4 내 황은 대부분 가스화가

되어 FeTiO3 내 Fe는 FeS로써 상 분리가 어려웠고,

Ti-Fe-Na-Al 산화물로써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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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synthesized FeTiO3 (A)

and sample obtained from Exp. A (B).

Fig. 3. Standard free energy of the reactions of experiment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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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Fig. 3에서 처럼 탄소 포화 조건에서 부다

반응(Boudouard reaction)인 반응식 (8)을 활용할 경우,

비활성 분위기인 반응식 (9)와 산화 분위기인 반응식

(10)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FeS계 황화물의 생성 가능

하며 TiO2-Na2O계 산화물과의 상 분리가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C(s) + CO2(g) = 2CO(g) (8)

171770  175.02T

FeTiO3 + Na2SO4 + 4C 

FeS + Na2O + TiO2 + 4CO (9)

FeTiO3 + Na2SO4 + 4C + 2O2 

FeS + Na2O + TiO2 + 4CO2 (10)

따라서, 반응식 (9)의 상 분리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B는 실험 A와 같은 조성과 분위기는 Ar 가스, 흑연

도가니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샘플은 FE-SEM과 EDS로 상 분리를 관찰하였고, 자성

분리를 통해 두 개의 상으로 분리된 샘플을 각각 XRD

로 분석하였다. Fig. 4는 얻어진 백금 코팅을 한 샘플

의 단면 이미지를 보여준다. Table 2는 단면 이미지 내

Phase 1, 2, 3의 조성을 보여준다. Phase 1은 FeTiO3

내에 Fe가 환원되어 금속상의 Fe-S-C 상으로 S와 C의

함유량이 각각 대략 5와 8 mass%이며, Ti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금속상 주변에서 관찰된 Phase 2는 산

황화물(oxysulfide) 상으로써 Fe가 비교적 높으며 Ti과

Na을 함유하고 있었다. Phase 3은 Fe가 대부분 제거된

산황화물(oxysulfide)상으로 Ti 함유량이 Phase 2보다 3

배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Fig. 5는 자성 분리를 통해 얻은 샘플의 XRD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Fig. 5의 (1) 피크에서 금속성 Fe가

관찰되었으며, Fe-Na 함유 황화물 및 Fe-Na-Ti 함유

산화물도 관찰되었다. Fe-Na-Ti계 황화물과 산화물은 자

성 분리로는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Phase 2로 판단된

다. Fig. 5의 (2) 피크에서는 황화물 및 금속성 상이

없는 Fe-Na-Ti 함유 산화물들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탄

소 포화 조건에서 반응식 (9)와 같이 화학량론적인 FeS

를 생성하지 못하나 Fe-S-C 금속상 및 Fe-Na 함유 황

화물이 생성되어 FeTiO3로부터 Fe를 분리할 수 있었다.

Ti의 경우, Fe-Na-Ti 함유 산화물로 분리가 가능함을

알았다. 

또한, Fig. 3의 반응식 (10)처럼 Fe의 분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Table 1의 C 조건으로 대기 분위기에

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C-1 ~ C-4는 동일 조성으로

Na2SO4와 FeTiO3의 반응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을 비교

하였으며, C-4 ~ C-7의 조건으로 Sulfur/Fe 비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G
8 

.
= 

Fig. 4. Mineralogical microstructure of Exp. B by FE-SEM.

Table 2. SEM/EDS point analysis results obtained by Exp. B

in the Ar gas atmosphere (mass%)

Phase
　

Fe Ti Na O S C

1 Metal 86.7 0 0 0 5.1 8.2

2 Oxysulfide 1 13.7 7 21.8 27 30.5 0

3 Oxysulfide 2 4.8 25 18 44 8.1 0

Fig. 5.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sample (Exp. B) in

the Ar gas atmosphere: (1) Metal phase separated

from the sample, (2) Oxide phase separated from th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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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1273 K와 1473 K에서 황화 반응 후 자성

분리를 통해 얻은 샘플을 XRD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내 (1) 피크에서 금속성 Fe가 관찰되었지만, Ti-

Na 함유 산화물 및 Fe-Ti 함유 황화물도 관찰되었다.

따라서 1473 K에서는 완벽한 Fe의 분리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Fig. 6의 (2) 피크에서는 (1) 피크와 같이

1273 K에서 반응 후 자성 분리를 통해 얻어진 샘플의

XRD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면 Fe-Ti 산화

물과 Fe2O3와 FeS, Na2S2가 관찰된 것을 알 수 있다.

비교적 반응온도가 낮은 1273 K에서는 FeTiO3로부터

Fe를 제거하는 것은 확실히 불가능 하다고 판단된다.

Fig. 7은 황화 반응 후 자성 분리를 통해 얻은 산화물

내 Fe, Ti, Na의 함유량 및 금속성 상 내 Fe의 함유

량을 온도변화에 따라서 보여준다. 먼저, 그림에서

1273 ~ 1473 K에서 자성 분리를 통해 얻은 샘플 내

Fe 함유량은 대략 45 mass% 이하이며 자성 분리가 어

려워 Ti 및 Na 등의 함량이 높아서 Fe 함유량은 저하

되었다고 판단된다. 온도가 1573 K까지 증가하게 되면

샘플 내 Fe 함유량은 57 mass%까지 증가한다. Fig. 5

와 같이 실험 B를 통해 얻은 (1) 피크에서 금속상의

Fe 및 황화물들이 관찰되었으며, 일부 황화물은 자성을

가짐으로33) 자성 분리 시 금속상과 같이 회수되어 비교

적 낮은 Fe 함유량이 분석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반응 온도가 1573 K일 때는 실험 B와 같이 완벽한

금속상의 Fe를 얻었던 반면에 1573 K 이하의 온도에

서 FeTiO3로부터 Fe는 자성을 가진 황화철의 혼합물로

써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산화물 내 Fe 함유량

은 반응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1573 K에서

4 mass% 정도였다. 반면에 산화물 내 Ti 및 Na는 23

mass%까지 증가한다. 이를 통해 FeS의 녹는점이 1467

K인 것을 고려할 때 반응 온도가 1573 K 이상에서

FeTiO3 내 Fe는 대부분 제거가 가능하며, 온도가 1573

K 이하에서는 산화물에서 Fe의 분리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Fig. 8은 1573 K에서 Sulfur/Fe 비를 변화하여 반응

후, 얻어진 산화물 내에 Fe, Ti, Na 함유량과 금속성

상 내 Fe의 함유량을 보여준다. 1573 K에서 금속상의

Fe를 모두 얻어졌으며, 초기 Sulfur/Fe 비가 증가할수록

자성 분리를 통해 얻은 금속상 내 Fe 함유량은 감소한

다. 그리고 Sulfur/Fe 비가 2.0일 때 Fe 함유량은 대략

Fig. 6.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sample (Exp. C-1,3)

in the Ar gas atmosphere: (1) Separated sample at

1473 K, (2) Separated sample at 1273 K.

Fig. 7. Contents of Ti, Fe and Na in oxide and Fe in metal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t 0.5 of S/Fe ratio.

Fig. 8. Contents of Ti, Fe and Na in oxide and Fe in metal

as a function of sulfur/Fe ratio at 157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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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mass%까지 감소한다. 그리고 초기 Sulfur/Fe 비가

증가할수록 산화물 내 Fe 함유량은 증가하며, Ti 및

Na 함유량은 거의 일정하다가 Sulfur/Fe 비가 1.5 이상

에서는 급격히 감소한다. 즉, 반응 시 Sulfur 장입의 제

어를 통해 FeTiO3 내 Fe 제거에 효과적이고 고품위

TiO2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SEM

관찰로서는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았으나, 산화물 내

Fe 함유량이 높은 미세상이 자성분리가 용이하지 못하

여 산화물내 Fe가 증가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판단

된다. 금속 미세입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황화반응 중 산

화물의 점도, 표면장력 등의 물성제어에 대한 연구도 필

요하다. 향후 산소 분압에 황 분압까지 제어하여 PS2의

따른 원소들의 거동을 조사하여 FeTiO3로부터 Fe를 제

거하고 순도 높은 TiO2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

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황화 공정

의 후속 공정으로 산 침출법 등을 활용하여 Na 등을

제거하여 본 연구에서 얻어진 산화물 내 Ti함유량 및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FeTiO3의 고온 황화를 활용하여 CO

및 CO2의 혼합가스 분위기(logPO2 = 10 atm)와 탄

소 도가니에 의한 탄소 포화 조건에서 FeS계 황화물과

TiO2계 산화물의 분리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산화

물과 황화물의 분리가 용이한 탄소 포화 조건과 대기

분위기에서 반응온도와 Sulfur 장입 비에 따른 산화물

내에 Fe, Ti, Na 함유량의 거동을 조사하였다. 실험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CO 및 CO2의 혼합가스에 의해 산소 분압이 제어

된 조건에서 FeTiO3 내 Fe는 황화물로써 분리는 어려

웠다. 반응들의 표준 자유에너지의 변화 비교로 Na2SO4

내 황은 FeS의 생성보다는 CO 가스와 반응하여 S2 가

스화가 되기 쉬운 것으로 판단된다. 

2. 탄소 포화 조건 및 비활성 분위기에서 실험한 결

과, FeTiO3 내에 Fe는 환원되어 Fe-S-C 금속 상과 나

머지는 산황화물(oxysulfide) 상으로 분리가 되었다. 또

한, XRD 결과로부터 FeTiO3 내 Fe는 Fe 금속상 및

Fe-Na 함유 황화물로 관찰되었다. 

3. 탄소 포화 조건 및 대기 분위기에서 반응 온도가

증가할수록 산화물 내 Ti 함유량은 증가하고 Fe 함유량

은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1573 K에서는 금속상의

Fe를 얻어냈지만, 1573 K 이하의 온도에서 Fe 자원은

자성을 가진 황화철 상으로써 얻어졌다. 또한, Sulfur/Fe

장입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얻어진 산화물 내 Fe는

증가하고 Ti 및 Na는 감소하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

또한, Sulfur 장입량이 더욱 증가한다면 자석으로 분리

된 금속상의 Fe 함유량은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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