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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그네슘(Mg)은 지각 구성 원소 존재도에서 7번째로 
풍부한 원소(2.33 %)이며, 특히 구조용 금속인 Mg은 알
루미늄(8.1 %), 철(5.1 %)에 이어서 세 번째로 풍부한 원
소이다1). 1808년에 영국의 험프리 데이비(Humphry Davy)

가 산화 마그네슘과 산화 수은의 혼합물을 전기분해하여 
얻은 아말감에서 수은을 증발시켜 최초로 마그네슘을 분
리하였다2). 1828년에는 프랑스의 앙투안 뷔시(Antoine 

Alexandre Brutus Bussy)가 염화 마그네슘(MgCl2)을 칼
륨으로 환원시켜 분리하였다. 1833년에는 영국의 마이클 
패러데이(Michael Faraday)가 용융 무수 염화 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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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마그네슘은 구조용 금속 중 알루미늄과 철에 이어 세 번째로 풍부한 금속이다. 또 마그네슘은 범용 금속 중 가장 가벼운 금속으로, 밀

도가 알루미늄보다 33 %, 철보다 77 % 낮다. 마그네슘 1차 지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마그네슘 스크랩을 
리사이클링하면 1차 지금 생산과 비교하여 에너지 및 환경부하를 저감할 수 있다. 그러나 마그네슘 스크랩 중의 불순물 제거가 곤란하여 
재생되는 양은 한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마그네슘의 1차 지금 생산 및 리사이클링 공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주제어 : 마그네슘, 합금, 스크랩, 리사이클링, 2차 지금, 정련

Abstract

Magnesium is the third most abundant structural metal after aluminum and iron. Magnesium is the lightest metal in the 

common metals. It has a density 33 % less than aluminum and 77% lower than steel. However, the primary magnesium 

production process is highly energy intensive. The recycling of magnesium scrap reduces the energy consump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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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ited because of the difficulties to remove the impurities in the scrap. This work provides an overview of the magnesium 

production and recycling process. 

Key words : magnesium, alloy, scrap, recycling, secondary metal, ref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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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기분해하여 액체 마그네슘을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군용기와
 소이탄 등에 마그네슘 합금이 사용되었다.

Table 1에는 Mg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Al, Ti, Fe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Mg의 밀도는 1.738 g/cm3로 Al의 
2/3, Ti의 1/3, Fe의 1/4에 해당하여, 실용 금속 중 가장 가
볍고 비강도 ∙비강성(중량당 강도와 강성), 열전도율이 
높은 구조용 금속이다. 또 진동이나 충격 흡수가 쉽고, 전
자파 차폐능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Mg의 이러한 특
성을 살려 경량 소재로서 자동차 부품, 휴대폰이나 노트
북의 케이스 등에 사용되고 있다. 2019년도 전 세계 마그
네슘 생산량은 약 110만 톤에 달하고 있다3). 한때 우리나
라에서도 Mg을 생산하였으나, 현재 1차 지금은 생산하지 
않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Mg 1차 지금 수요는 
약 24,400 톤이며, 12,800 톤의 1차 지금을 수입하였고, 리
사이클링한 2차 지금 생산량은 11,800 톤 정도이다4).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Mg의 제련 기술과 리사이클링 기술 
현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마그네슘의 생산량과 용도

Fig. 1에는 194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Mg 생산
량의 추이를 나타내었다5). Mg 생산량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군사 목적으로 연간 20만 톤 이상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196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였

으나, 2000년대부터 중국의 급격한 증산으로 생산량이 급
증하여, 현재 미국을 제외한 연간 전 세계 생산량은 110만 
톤에 달한다. 미국을 제외하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생산
량의 약 82 %인 90만 톤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 외 
러시아(8만 톤), 카자흐스탄(2.5만 톤), 이스라엘(2만 톤), 

브라질(1.5만 톤) 등에서 생산되고 있다.

Fig. 2에는 2017년도 기준의 Mg 용도를 나타내었다6). 

Mg은 알루미늄 합금과 Mg 다이캐스팅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 Ti 제련에서 TiCl4의 환원제, 철강
의 탈황제, 주철 구상화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철강 탈
황제로 사용된 Mg은 리사이클링이 곤란하고, Ti 제련에 
사용된 Mg은 자체에서 리사이클링되고 있으므로, 리사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Mg, Al, Ti and Fe

Symbol/Atomic number Mg/12 Al/13 Ti/22 Fe/26

Atomic weight (g/mol) 24.305 26.98 47.867 55.854

Melting point (℃) 650 660.32 1,668 1,538

Boiling point (℃) 1,091 2,519 3,287 2,861

Density

( g/cm3)

at 25 ℃ 1.738 2.70 4.506 7.874

at m.p. 1.584 2.375 4.11 6.98

Heat of fusion (kJ/mol) 8.48 10.71 14.15 13.81

Heat of evaporation (kJ/mol) 128 284 425 340

Specific heat CP (at 293 K) (J/(mol·K)) 24.87 24.20 25.06 25.10

Thermal conductivity (W/(m·K)) 156 237 21.9 80.4

Electrical resistivity (at 20 ℃) (nΩ·m) 43.9 26.5 420 96.1

Cry. structure hcp fcc
hcp

(<882℃)

bcc

fcc

(>912℃)

Fig. 1. World production of refineries magnesium from 1940 

to 2019 (Source: US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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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링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이캐스팅용이나 알루미늄 합
금에 사용된 것이다.

한편 순 Mg은 매우 물러서 구조재료에 적합하지 않으
나, 다른 금속을 첨가하면 Mg의 독특한 성질을 가진 합금
이 되어 우수한 구조재료가 된다. Table 2에는 Mg 합금의 
주요 첨가 원소와 첨가 목적을 나타내었으며7), Table 3에
는 Mg 합금의 대표적인 조성 예를 나타내었다. Mg 합금
에는 Al을 합금 성분으로 하는 AZ, AM, AE계 등 다양한 
종류의 합금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Mg 합금을 리사
이클링할 때 이러한 합금들이 혼합되어있는 경우 합금 원
소가 불순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
이 필요하다.

3. 마그네슘의 제련 기술

3.1. 마그네슘 원료
마그네슘의 원료에는 광석과 해수 및 염수의 두 가지가 

있다. 광석에는 마그네사이트(magnesite, MgCO3), 돌로
마이트(dolomite, MgCO3∙CaCO3), 카날라이트(carnallite, 

MgCl2∙KCl∙6H2O) 등이 있으나 마그네사이트가 대표적
이다. 또 가용성 염류로서 바닷물, 염수 및 광천수 등에도 

Fig. 2. The breakdown of magnesium usage in different 

applications around the world6).

Table 2. An ASTM code and the effect of various alloying 

elements in magnesium7)

Letter Element Purpose

A Aluminum
Increase hardness and strength.

Decrease ductility.

C Copper
Increase high temperature strength.

Decrease ductility.

E
Rare earth 

metals

Increase corrosion resistance, high 

temperature strength and creep resistance.

H Thorium
Confers creep resistance – up to 350 ℃. 

Improves cast ability.

K Zirconium Grain refining agent.

L Lithium
Reduce density of alloy.

Decrease strength and increase ductility.

M Manganese Increase salt water corrosion resistance.

Q Silver
Increases the age hardening response and 

high temperature properties.

S Silicon
Increase the fluidity of molten alloys and

the creep resistance.

Y Yttrium
Increase high temperature strength and 

creep resistance

Z Zinc Increase corrosion resistance and strength

AM Aluminium-Manganese

AZ Aluminium-Zinc-Manganese

ZK Zinc-Zirconium

ZE Zinc-Zirconium-Rare Earth Metal

EZ Rare Earth Metal-Zirconium

ZC Zinc-Copper-Manganese

AS Aluminium-Silicon-Manganese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various magnesium alloys

Name
Alloying Elements (wt%)

Al Zn Mn Si Cu Ag Y Zr Others

AM20 2.0 0.3 <0.1

AM60 6.0 0.2 <0.1

AS41 4.0 0.35 0.7

AZ63 6.0 3.0 0.25

AZ91 9.0 0.7 0.25

AZ92 9.0 2.0 0.23

AM100 10 0.3

ZC63 6.0 0.5 2.7

EZ33 2.3 0.7 2.7 RE

ZE41 4.2 0.7 1.2 RE

ZK51 4.6 0.7

ZK61 6.0 0.7

ZE63 5.8 0.7 2.6 RE

QE22 2.5 0.7 2.2 RE

EQ21 0.07 1.5 0.7 2.2 RE

WE43 4.0 0.5 2.2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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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되어 있다. Table 4에 중요한 마그네슘 원료를 나타
내었다.

Mg 제조법에는 크게 열환원법과 용융염 전해법의 두 
가지가 있다. 열환원법은 MgO를 C, CaC2, Al, Si 등의 환
원제를 이용하여 열화학 반응으로 환원하는 방법이지만8), 

최근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페로실리콘(Fe-Si)을 환원제
로 이용하는 규소 열환원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용융염 
전해법은 무수 MgCl2를 사용하는 IG Farben법과 Alcan

법, 그리고 MgCl2∙1.25H2O를 사용하는 Dow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Table 5에는 이러한 Mg 제조법을 종합하여 
나타내었다9).

3.2. 열환원법
환원제 X를 사용하여 마그네시아(MgO)를 Mg으로 환

원하는 반응은 다음과 같다.

MgOXMggXO (1)

XO는 산화물이며 환원제인 X에 따라 기체나 고체가 
된다. X로 탄소를 이용하면 탄소 열환원법이며, 금속(Si, 

Al 등)을 사용하면 금속 열환원법이 된다. 탄소 열환원법
은 MgO의 환원제로 C을 이용하는 것으로, 아래 반응식
과 같이 생성 산화물은 CO(g)가 된다.

MgOsCs MggCOg (2)

Al을 환원제로 사용하여 MgO를 환원하는 반응은 다
음과 같다.

MgOsAls Al

O

sMgg (3)

Si을 환원제로 사용하여 MgO를 환원하는 기본 반응식
은 다음과 같다.

Table 4. Raw materials and their molecular formula of 

magnesium sources

Material Chemical formula wt%Mg

Magnesite MgCO3 28.8

Dolomite MgCO3·CaCO3 28.8

Bischofite MgCl2·6H2O 11.96

Carnallite MgCl2·KCl·6H2O 8.75

Serpentine 3MgO·2SiO2·2H2O 26.33

Sea water Mg2+(aq)
0.129

(dead sea water 4.2)

Table 5. Selected magnesium production processes9)

Process route Source Feed preparation/Reaction
Temp./

Pressure

T
h
erm

al 

Carbo-thermic
Magnesite,

carbon

Calcination; pelleting

MgO + C = Mg(g) + CO(g)

1,700 ℃/

1 atm

Silico-thermic
Dolomite,

FeSi

Calcination; FeSi making; pelleting/

MgO + CaO + FeSi = Mg(g) + Ca2SiO4(s) + Fe(s)

1,160 ℃/

1.2×10-4 atm

Magne-therm
Dolomite,

bauxite, FeSi

Calcination; FeSi making/

2CaO·MgO + (xFe)Si + nAl2O3 = 2CaO∙SiO2∙nAl2O3 + 2Mg + xFe

1550 ℃/

0.05 atm

Alumino-thermic
Dolomite

Al scrap

Calcination/

4MgO(s) + 2Al(s) = 3Mg(g) + MgAl2O4(s)

1,700 ℃/

0.85~1 atm

Mintek

Dolomite,

bauxite,

FeSi, Al scrap

Calcination/

2CaO·MgO + (xFe)Si + nAl2O3 = 2CaO∙SiO2·nAl2O3 + 2Mg + xFe,

4MgO(s) + 2Al(s) = 3Mg(g) + MgAl2O4(s)

1,700 ℃/

0.85 atm

E
lectro

ly
tic

Dow process Brine/seawater Neutralization, purification, dehydration

700~800 ℃/

1 atm

AM process magnesite Mining, leaching with HCl, dehydration

IG Farben

process

Seawater/

brine

Neutralization, prilling,

dehydration chlorination

Reaction

Overall: MgCl

l  Mgl  Cl


g

Cathode: Mgl  e  Mgl

Anode: Cl l  Cl

g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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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OsSis  MggSiO

s 


× 

(4)

열역학적으로 평형상수인   값이 작아 환원 반응이 일
어나기 힘들지만, 진공으로 처리하면 Mg 증기만 생성되
어 연속적으로 계외로 배출되므로 이러한 반응이 가능하
다10). 환원로는 가열방식, 반응조, 진공계 등의 설계에 따
라 I.G.사의 수평 내열로, Bagley의 입형 내열로, Pidgeon

의 수평 레토르트(retort)로, 이탈리아의 Ravelli로 등이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Pidgeon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
고 반응 온도 올려서 반응 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연속 
조업을 할 수 있는 Magnetherm법과 Mintek법 등이 있다.

Fig. 3에는 Pidgeon법의 공정도와 함께 수평 레토르트
의 단면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특수강제의 반응기를 이용
하여 돌로마이트(dolomite, MgCO3‧CaCO3)를 하소한 후 
아래 식과 같이 페로실리콘으로 환원하고 있다.

MgOsCaOsSis  CaO⋅SiO

sMgg

(5)

3.3. 용융염 전해법
용융염 전해법에는 무수 MgCl2를 사용하는 IG Farben

법, Norsk Hydro법, VAMI법 등이 있으며, 함수 염인 
MgCl2∙1.25H2O를 사용하여 전해하는 Dow Chemical법
이 있다. Fig. 4에는 무수 염과 함수 염 전해법의 공정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3.3.1. IG Farben process

IG Farben process(이하 IG법)은 Fig. 4(a)와 같이 무수 
염화마그네슘을 원료로 사용한다. 무수 MgCl2를 만드는 
방법은 2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단계에서는 MgCO3를 
하소하여 MgO로 만들며, 돌로마이트(dolomite, MgCO3∙ 

CaCO3)는 하소한 후 물을 첨가하여 석회유(milk of lime)

로 만들고, MgCl2가 함유되어있는 해수와 반응시켜 Mg 

(OH)2를 침전시킨다. 이것을 다시 하소시켜 MgO를 얻
는다.

2 단계에서는 MgO분말과 석탄, 이탄(泥炭, peat)을 혼
합하고 MgCl2를 점결제로 사용하여 단광(briquette)이나 
펠릿으로 만들어 가열 ∙건조하여 코크스화시킨 후 염화
로에 투입한다. 염화로에서는 약 1,000 ℃로 가열하면서 
노의 아래쪽에서 Cl2가스를 취입하여 아래 식과 같이 염
화시켜 만들어진 MgCl2를 전해조에 공급한다11).

MgOsCsCl

g MgCl


lCOg (6)

MgOsCsCl

g  MgCl


lCO


g (7)

전해조는 내화벽돌로 장방형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Fig. 

5(a)에 전해조의 단면을 나타내었다. 용융염 전해조의 용
융염 중에는 한 쌍의 판상 탄소제 양극(anode)과 철강제
의 음극(cathode)이 침지되어 있으며, 각 전극의 상부는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다. 전해조에서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Cathode: Mg  l in molten salte Mgl (8)

Anode:   Cl
 l in molten salt Cl


ge (9)

Overall:  MgCl

l MglCl


g (10)

Fig. 3. Flow chart of Pidgen process and ret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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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에서 발생하는 Cl2 가스는 염화로에 보내어 MgO

의 염화반응에 사용한다. 음극에 석출한 Mg은 음극의 구
멍을 통과하여 음극실의 전해욕 상부로 떠오르며, 이것을 
모아 출탕하여 잉곳을 만든다. 전해욕은 MgCl2-KCl이나 
MgCl2-KCl-CaCl2계의 적당한 조성의 것을 사용한다.

3.3.2. Dow법
Dow법은 함수 염인 MgCl2·1.25H2O를 전해 원료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Fig. 4(b)에 공정도를 나타내었다. 해
수와 돌로마이트로부터 수산화 마그네슘을 추출하고, 염
산으로 중화한 염화 마그네슘(MgCl2) 수용액을 건조하
여, 2수화 염의 플레이크를 만들어 전해 원료로 사용한다. 

해수로부터 원료를 조제하는 경우, 해수에 석회유를 첨가
하여 Mg(OH)2를 침전시켜 여과 ∙분리한다. 여기에 HCl

(일부는 전해 시의 회수물을 사용)을 첨가하여 MgCl2 용
액으로 만들고, 가열하여 MgCl2·4H2O로 농축한 후, 유동

Fig. 4. Flowsheet of electrolytic routes: Anhydrous process (a) and hydrous process (b).

Fig. 5. Cross section of the molten salt electrolytic cell of the IG Farben (a) and the DOW proces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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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탈수로에서 MgCl2·1.25H2O를 얻는다. 이때 MgCl2가 
가수분해하여 MgO가 생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가열 ∙

탈수하여야 한다.

원료인 MgCl2는 가수분해되기 쉽고, 도전성이 작은 결
점이 있으므로, NaCl과 CaCl2를 첨가한 전해욕을 사용한
다. 그림에서와 같이 한 열이 여러 개의 흑연 전극으로 구
성된 anode열을 2열로 배치하고, 그 사이를 분할하는 구
조로 되어 있다.

3.3.3. Ti 제련 부산물의 재생 전해법
Kroll법에서는 Ti 1톤을 제조할 때 환원제인 Mg도 약 

1톤이 필요하며, Mg은 식 (11)과 같이 반응 생성물인 MgCl2

가 된다.

TiCl

gMgl TisMgCl


l (11)

이 MgCl2를 전해환원하여 Mg과 염소를 생성시켜, 각
각 환원 및 염화공정에 사용한다. MgCl2의 용융염 전해
조에는 전극의 연결 및 배치 방식에 따라 단극형(mono- 

polar형)과 복극형(multi-polar형)이 있다. 단극형 전해조
는 각각의 전극에 모두 전기를 공급해주는 것으로 양극
과 음극으로 이루어진 한 쌍의 전극을 직렬 또는 병렬로 
배치한다. 복극형 전해조는 양쪽 끝에 위치한 양극과 음
극에만 전기를 공급하고, 그 사이에 음극과 양극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3~5개 정도의 bipolar 전극이 설치되어 
있다12,13).

4. 마그네슘의 리사이클링 기술

Mg 스크랩에는 크게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스크랩과 
Mg 제품의 수명이 다하여 발생하는 시중 스크랩이 있다. 

Mg 합금 성형품의 가공 공정에서 약 50 %의 마그네슘 합
금 스크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조 공정
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은 적극적으로 리사이클링되고 있
다. 그러나 시중에서 제품의 사용 불능상태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은 아직 효율적인 리사이클링 방법이 확립되어 있
지 못한 상태이다. Table 6에는 이러한 Mg(합금) 2차 자
원과 리사이클링 기술을 요약하여 나타내었다14).

Fig. 6에는 Mg 합금 스크랩을 리사이클링하여 2차 지
금 잉곳을 제조하는 공정을 나타내었다. 스크랩은 필요에 

따라 슈레더 등으로 파쇄하거나 직접 로터리 킬른 등에서 
도장층 등을 제거한다. 파쇄한 스크랩은 직접 용해로에서 
용융하거나 도장층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를 거친 후, 압
축 성형하여 용해로 장입한다. 파쇄된 스크랩의 크기에 
따라 압축 성형을 거치지 않고 용해하기도 한다. 용해로
에서는 스크랩의 용해는 물론 불활성 가스에 의한 정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해한 스크랩은 주조하기 전에 
유지로를 거쳐서 잉곳으로 주조하거나 증류 정련을 하기
도 한다. 그 외에 자가 스크랩을 고상에서 처리하여 잉곳 
등으로 재생하는 방법도 있다.　

4.1. Mg 합금 중 불순물의 영향
Mg 합금은 가공성, 내열성, 내식성 및 난연 성능이 나

쁜 결점이 있다. 특히 Mg을 리사이클링하는 경우 혼입되
는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내식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다. Fig. 7에는 2원계 Mg 합금에서 내식성에 미치는 첨가 
원소 농도의 영향을 나타내었다15). Mg과 동일한 환경에
서 사용되고 있는 Fe, Cu와 스테인리스강의 주요 성분인 
Ni은 미량만 혼입되어도 내식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Al의 경우 내식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
나 다량으로 혼입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Mg 

합금을 리사이클링하기 위해서는 내식성과 관련하는 Cu, 

Ni, Si, Fe 등의 제거가 중요하다.

4.2. Mg합금 스크랩의 전처리
시중에서 발생된 스크랩은 Mg 합금 단독의 경우도 있

으나 다른 금속과 혼합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Mg 

합금을 분리하기 위해 슈레더 등으로 파쇄한 후, 자력 선
별로 철강재를 분리한다. 그 후 습식 비중 선별 등으로 
Mg 합금을 선별할 수 있다. 선별 ∙회수된 Mg 합금 스크
랩의 표면에는 도장층 등의 유기물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가 많으므로 이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Mg은 쉽게 연소되
므로 유기물이 고착된 상태로 대기 중에서 용해시키면 
Mg 용탕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용해된 경우에도 유기
물과 Mg의 비중 차이가 크지 않아 비중 분리가 곤란하여 
주조재의 실수율이나 품질, 내식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16).

Mg 합금 제품의 도장층 박리에는 기계적인 방법과 화
학적인 방법이 있다.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샌드 블라스팅
이 있으나 Mg 분진이 발생하여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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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마제를 동시에 분사하면 안전하게 도장층을 박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피 박리품을 고정시켜야하므로 
양산성이나 다양한 형상의 스크랩에 적용하기 곤란한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산이나 알칼리를 사용하는 용액 
처리가 있다. 그러나 용액 처리로 도장층을 박리하는 경

우, 스크랩에 따라 도장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완전한 박
리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 다만 동일한 스크랩의 경우 적
절한 용액을 선택하면 충분한 박리가 가능하다. Kimura 

Table 6. Secondary magnesium material and recycling scenarios14)

Class Characterization Problems Recycling Methods

1A
High grade clean scrap without impurities 

(e.g. scrap castings, biscuits etc.)
Fluxfree, Recycling with flux

1B
Clean scrap with a high surface area in 

proportion to the weight
Recycling with flux

2
Clean scrap with aluminum- or steel inserts. No 

copper- or brass-impurities
Fe-content, Si-content

Magnetic separation, if necessary ICF*

and/or diluting

3
Clean, dry and uncontaminated turnings and 

swarfs

High surface melt losses,

oxide-content

Compacting, increased flux quantity,

event. cover gas

4 Flux free Residues (e.g. dross, sludge) Oxide-content, Fe-content
Increased flux quantity,

if necessary ICF* and/or diluting

5

Painted or coated scrap with/ without aluminum 

or steel inlays. 

No copper or brass-impurities

Coating/painting melt losses,

Fe-content, Si-content, Ni-content

Shot blasting, thermal decoating,

if necessary ICF* and/or diluting

6 Oily and/or wet turnings and swarfs
Oil and moisture melt losses,

oxide-content

Thermal treatment, chemical treatment,

compacting, increased flux quantity,

eventually cover gas

7

Unclean and contaminated metal scrap 

(e.g. post consumer scrap) may contain:

• Silicon (Al-alloys, shot blasting)

• Cu contaminated alloys

• Iron inserts, Ni-coating

• Non-magnesium sweepings

Oil/moisture and coating/painting 

melt losses, oxide-content, Fe-, Si-, 

Cu- and Ni-content

Magnetic separation, shot blasting, 

thermal treatment, chemical 

treatment,

ICF*, diluting, distillation

8 Flux containing residues from Mg-Recycling

High content on oxides, chlorides

and fluorides (Mg-content < 30 %),

Fe-content

Expensive hydrometallurgical

processing; at time not realized

*ICF is intermetallic compound formation

Fig. 6. A recycling process for contaminated Mg alloy scraps.

Fig. 7. Corrosion rates of binary alloys, by alternate im-

mersion in 3 % sodium chloride solutio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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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노트북 케이스의 도장층을 수산화 칼륨과 수산화 나
트륨의 혼합 알칼리 용액으로 노트북 케이스의 도장층을 
팽윤시켜 박리하였다17). 한편 Koyanaka 등은 과열 수증
기를 이용하여 Mg 시중 스크랩의 도장 부착물 제거를 시
도하였다18). 400~410 ℃에서 40~50분간 처리하여 스크
랩 표면의 도장층을 쉽게 제거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Mg 절삭 분말에 부착된 절삭유
를 제거하기도 하였다19). 그리고 단파장 레이저를 스크랩 
표면에 조사하여 유기물이나 장시간 사용으로 발생한 부
식 부위를 제거하여 청정한 표면을 얻은 예도 있다16).

4.3. Mg 합금의 용탕 처리
Mg 합금 스크랩을 용융한 후, 용탕 처리에 의해 불순

물을 제거할 수 있다. 다만 Mg 자체가 활성 금속이므로 
불순물의 선택적 산화 제거는 힘들다. 따라서 Mg에 용해
도가 없으며 제거 대상 원소와 결합할 수 있는 제3 원소를 
첨가하여 불순물을 제거한다.

4.3.1. 금속 불순물의 제거
Mg 합금의 내식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Fe는 50 

ppm 이하가 필요하다. Mg 중에 혼입되어 있는 Fe 제거
는, Mg과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Fe와 화합물을 만들기 쉬
운 원소를 첨가하여 화합물을 만들도록 한다. Fe는 C와 
반응하여 Fe3C를 만들므로 밀도 차이로 침강시켜 제거할 
수 있다. 특히 C와 Ca을 동시에 첨가한 경우 Fe 탄화물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쉽게 침강시킬 수 있다. 그러나 Al을 
함유하는 용탕에서는 C이 Al과 쉽게 반응하므로 제거효
율이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Mn을 첨가하여 Al-Fe-Mn 

화합물을 형성시켜 Fe를 침전 제거하는 방법도 제안되어 
있다20).

그리고 Mg과 Cu는 금속간 화합물을 만들기 쉬워 Fe와 
같이 화합물을 만들어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 다만 Mg

과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Cu와 반응하는 원소인 Ti을 Mg 

용탕에 침지시켜 Mg 용탕 중의 Cu를 고상의 Ti으로 확산
시켜 제거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리고 Mg 중의 Si은 
ZnCl2나 CoCl2를 첨가하여 Fe와 Si의 복합 화합물을 만
들어 침전제거할 수 있다. 한편 650 ℃의 Mg 용탕 중에 
Al을 약 3 wt%만 첨가하여도 Ni의 용해도가 0.15 wt%까
지 감소하여 Ni을 제거할 수 있으며, Mn을 첨가하면 더 
낮은 수준까지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4.3.2. 가스 취입에 의한 용탕 처리
Mg 합금 주조품에 수소가 잔류하면 결함이 되므로 Al

의 용탕 처리와 마찬가지로 불활성 가스를 취입하여 수소
를 방출시켜 건전한 잉곳을 제조하고 있다. Mg 1차 지금
과 함께 스크랩을 용해하여 Fe 등의 불순물은 침강 제거
하고, 용탕 처리실에서 불활성 가스를 취입하여 수소 제
거와 함께 개재물을 부상시켜 제거한다. Fig. 8에는 이러
한 장치의 모식도를 재구성하여 나타내었다14,22). 한편 유
지로에서는 용탕을 펌핑하여 주조기로 이송시킬 때 세라
믹 필터를 설치하여 개재물 등을 제거하기도 한다23).

4.3.3. 플럭스에 의한 용탕 처리
Mg 스크랩을 재용해할 때, 플럭스를 사용하기도 한다. 

플럭스는 MgCl2, KCl, BaCl2, CaCl2, CaF2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24,25). MgCl2+KCl은 공정 조성으로 플럭스의 융
점을 낮출 수 있으며, 불화물은 표면 젖음성과 MgO와의 
반응성이 우수하다. BaCl2(밀도 3.85 g/cm3)는 밀도가 높
아 플럭스가 Mg 용탕과 잘 혼합되도록 한 후 도가니 바닥
에 쉽게 침강시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플럭스는 Mg 합
금 종류에 따라 조성을 달리해야 한다. 특히 희토류가 함
유된 합금의 경우 희토류 금속이 MgCl2와 반응하므로 
CaCl2를 사용한다.

Fig. 9에는 플럭스를 사용하여 Mg 용탕을 정련하는 공
정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20). 스크랩을 장입하여 용융시
키고, 플럭스를 첨가하여 산화를 방지한다. 산화 방지나 
정련을 위한 플럭스로는 CaF2계를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Fig. 9에서와 같이 플럭스 단독보다는 불활

Fig. 8. Recycling and refining of Mg alloy melt without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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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가스와 함께 취입하여 정련하고 있다.

4.4. 진공증류에 의한 정제
Mg은 증기압이 매우 높은 금속이므로, Mg 합금 스크

랩을 용융하여 감압 상태에서 증류 ∙정제하면 고순도의 
Mg을 얻을 수 있다. Fig. 10에는 Mg과 Mg 합금 원소 등
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을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Zn는 동일
한 온도에서 Mg보다 증기압이 높으므로 증류에 의해 제
거할 수 없으나 AZ계 합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나머
지 원소들은 증기압이 Mg보다 낮으므로 용탕에 잔류시켜 
제거할 수 있다26). 실제로 Mg 합금 스크랩 용탕으로부터 
고순도 Mg을 얻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27-29).

4.5. Mg 절삭 칩의 고체 상태 리사이클링
Mg 합금 부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절삭 칩

(chip)은 압축 ∙재용해하여 리사이클링하고 있으나, 고체 
상태에서 빌릿 등을 제조하는 방법도 보고되어 있다30). 절
삭 칩에 부착되어 절삭유 등은 사전에 제거한 후, 곧바로 
열간 압출하거나, 미리 냉간 압축한 후 열간 압출에 의해 
빌릿 등을 만들 수 있다. 특히 Mg 합금은 일정 온도에서 
압력을 가하면 급격하게 결정립이 미세화되는 동적 재결
정 현상이 일어나며, 고체 상태의 리사이클링은 이 원리
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Al31)이나 Ti32)에서도 유사한 리사
이클링 방법이 보고되어 있다. Fig. 11에는 이러한 고체 
상태의 리사이클링 방법을 모식적으로 나타내었다.

5. 종    합

본 연구에서는 Mg의 제련기술 현황과 Mg(합금) 스크

랩의 리사이클링 기술 현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Mg은 
희소 금속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전 세계 연간 생산량은 
110만 톤이 넘으며, 지각 중 원소 존재도에서 7번째로 풍
부한 원소이다. 우리나라는 Mg 1차 지금을 생산하지 않
으나,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Mg 1차 지금 수요는 약 
24,400 톤이며, 리사이클링한 2차 지금 생산량은 11,800 

톤 정도이다. 전 세계 Mg 생산량의 80 % 이상은 Si 열환
원법인 Pidgeon법으로 만들고 있다.

Mg 스크랩 중 제품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자가 스크
랩의 대부분은 리사이클링 되고 있으나, 기계 가공 중에 
발생하는 절삭 칩이나 시중에서 발생한 노폐 스크랩은 아
직 리사이클링 공정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자가 발생 
스크랩은 재용해와 가스 취입, 플럭스 처리, 여과 등의 공
정을 거쳐서 리사이클링 되고 있다. 다양한 합금 형태로 
사용된 후 폐기된 노폐 스크랩은 여러 가지 합금이 혼합되
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금 원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
하며, 증류 정련으로 고순도의 Mg을 회수하기도 하지만, 

불순물 원소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정련기술 등이 확립된

Fig. 9. Recycling and refining of Mg alloy melt with flux20).

Fig. 10. Vapor pressure (mmHg) of various elements. 

Fig. 11. Schematic diagram of solid state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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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리사이클링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절삭 칩은 
유분 등을 제거한 후에 냉간 압축-열간 압출 등의 방법으
로 고체 상태에서 리사이클링하는 방법이 보고되어 있다. 

향후 Mg의 리사이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Mg의 용
탕 처리 기술이나 고체 상태의 리사이클링 기술에 대한 연
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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