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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TiCl4 투입시간의 효과가 TiCl4 and Mg의 주어진 중량비율에서 Kroll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환

원반응은 TiCl4 투입시간에 따라 온도변화를 측정하고, 반응 후 Ti 스폰지 단면과 외관을 관찰함으로써 조사되었다. Kroll 반응열 생

성에 의한 온도 증분은 TiCl4 투입속도에 직선적으로 비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iCl4 투입시간과 환원조 온도 그래프를 보면,

초기 온도 피크가 주입조건에 무관하게 모두 관찰되었다. 이는 초기 Kroll 반응후 MgCl2 형성으로 인한 일시적인 반응 중단을 의

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스폰지 단면을 관찰해보면, 구형 Mg 입자상이 MgCl2 내부에 다량으로 관찰되었다. 우리는 이것이

지속적인 Kroll 반응이 일어나도록 미반응 Mg 표면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이라 추론할 수 있다.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스폰지

외형을 관찰한 결과는 Kroll 반응된 Ti 입자들의 합체나 성장이 냉각속도에 의해 제어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 Kroll공정, TiCl4, Ti 스폰지, 마그네슘 환원, 스폰지 생성기구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TiCl4 injection time on the Kroll reaction at a given weight ratio of TiCl4 and Mg.

The reduction reaction was investigated by measuring the temperature change according to TiCl4 injection time and observing

the cross section and appearance of the Ti sponge after the reaction. The temperature increment due to Kroll reaction heat gen-

eration was found to be linearly proportional to the TiCl4 feed rate. In the graph of TiCl4 injection time and reduction tank tem-

perature, initial temperature peaks were observed irrespective of the injection conditions. This is interpreted to mean a temporary

interruption of reaction due to MgCl2 formation after the initial Kroll reaction. In addition, when the cross section of the sponge

was observed, a large amount of spherical Mg particles was observed in MgCl2. We can infer that this is the process of con-

tinuously feeding the unreacted Mg surface, so that a continuous Kroll reaction takes place. The sponge appearance showed that

the coalescence or growth of the Kroll reacted Ti particles can be controlled by the cool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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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타이타늄은 최근 주력 및 미래산업에 적용이 매우 활

발한 신소재이다. 특히 우수한 비강도, 고굴절율, 인체

친화성, 고내식성이라는 뛰어난 물성을 보유하고 있어

서 고가이지만 필수불가결한 산업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상기 특성이 필요한 의료, 해수담수화, 자동차.가

전용 페인트, 항공기 부품산업이 대표적이다.

금속 타이타늄은 타이타늄 원광석으로부터 고순도 4

염화 타이타늄(TiCl4)을 만들고, 이것을 불활성 분위기

의 밀폐 용기 내에서 용융 마그네슘으로 환원하여 Ti

스폰지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 스폰지 상의 타이타늄

Mg환원 제조법을 Kroll법1)으로 부르고 있다. Kroll법은

공업적2,3)으로 널리 이용되어 순도 높은 Ti 스폰지가 얻

어진다는 점에서는 우수한 기술이지만, 공정이 복잡하

고 생산성은 낮으며 제조비용은 매우 높아서 타이타늄

수요확대의 큰 장애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하여 기존 타이타늄 제련의 합리화와 신제련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 다양한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 리뷰논문으로 본 저자들이 정리

하여 보고하였다4,5). 간단하게 설명하면 순 타이타늄 금

속을 얻는 신제련법은 몇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기존 대표적인 환원제인 Mg, Na 대신에 Ca, e-,

Li, H2 등과 같은 환원제를 다양하게 적용하면서 신제

련 기술개발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다. 다른 하나는 출

발물질인 TiCl4외 TiO2, TiC, TiO 등을 활용하는 신제

련 기술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타이타늄 신제련 기술개

발은 영국의 Cambridge 대학에서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시점에 Nature지에 타이타늄 광물을 직접 전기환원으로

가능하다는 연구보고 이후로 시작되었다6). 그 파급효과

는 타이타늄 소재산업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면서 매우 다양한 신제련 기술 개발을 촉발

시켰다7).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신제련 기술은 상업

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서, Ti 제련반응의 기본인

Kroll 반응시 Ti 스폰지 생성기구 등 깊은 이해를 필요

로 하고 있으나 기초 연구가 거의 없는 설정이다.

Nagesh 등8)은 2톤 규모의 실험로에서 Mg에 의한

TiCl4의 환원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온도 변화를 측정하

여 Kroll법의 반응로에서 스펀지 Ti의 생성기구에 대하

여 고찰하였다. 그러나 Kroll공정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Ti 스폰지의 생성이나 성장 기구에 대

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염화물 환원의 실험

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수행한 소규모 실험실 규

모의 Kroll법 환원시험 결과9)와 Mg과 TiCl4 몰비를

4 : 1로 충분한 환원제를 공급하는 조건의 환원시험을 수

행함으로써 용융 Mg에 의한 TiCl4 환원시 Ti 스폰지의

생성기구를 보다 자세하게 조사하였다. 

2. 실험방법

Fig. 1에 실험 장치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전기로

내에 밀폐 가능한 스테인리스강 반응 챔버(직경 200

mm, 높이 395 mm)를 위치시키고, 일정량의 마그네슘을

장입하였다. 챔버의 상부에는 열전대 투입구, TiCl4 투

입구, 분위기 가스(Ar) 투입구 등을 설치한 플랜지를 설

치하여 외기와 차단되도록 하였다. 약 400oC에 도달하

면 Ar가스 주입과 진공배기 과정을 반복하고 다시 Ar

Fig. 1. Apparatus showing the reduction reactor of titanium

tetrachloride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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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를 주입한 후 목표온도까지 승온하였다. 승온이 완

료되면 300 cm3 용량의 뷰렛을 진공배기하고, TiCl4가

들어있는 시약병을 뷰렛과 연결한 후 탈산한 Ar가스를

시약병에 주입하여 일정량의 TiCl4를 뷰렛에 공급하였

다. 그리고 뷰렛의 콕크를 조절하여 TiCl4를 일정한 속

도로 반응 챔버에 공급하였다.

환원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K-type 열전대를 Mg 용

탕 직상부에 위치시켜 온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측정하

여 기록하였다. 반응 종료 후 상온까지 Ar 가스를 흘려

주면서 냉각하였고, 회수한 스테인레스 환원조를 절단

하여 단면 형상을 관찰하였으며, 물과 희석 염산을 이

용하여 반응 생성물인 MgCl2와 잔류 마그네슘을 각각

제거하였다. 실험 후 회수한 Ti 스폰지는 다양한 분석

기구를 통해 해석되었다.

전체 반응공정도는 Fig. 2에 나타내었으며, 초기부터

예열까지는 환원조/배출조를 진공 유지하였고 예열 종

료 후 환원조에 Ar가스를 1기압으로 충진하였다. 환원

반응이 완료되고 Tapping 직전에는 배출조에 Ar을 1기

압으로 충진하였고 Tapping 후에는 환원조에 다시 진공

분위기를 유지하였다. TiCl4와 Mg은 화학양론적으로

1:4의 몰비로 공급하였으며, 본 실험에서는 256 g의 Mg

에 대하여 TiCl4 투입량 300 cm3을 기준으로 투입시간

을 10 min, 15 min, 20 min, 30 min으로 달리하여 투

입 속도를 다르게 주입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TiCl4 투입시 온도변화

본 실험에서는 주어진 Mg(256 g)과 TiCl4(500 g,

300 ml)을 이용하여 TiCl4 투입속도를 변화시키면서 Ti

금속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 3은 TiCl4를 각각 30

Fig. 2.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experimental procedure used in this study.

Fig. 3. Variations of temperature of reduction reactor with

TiCl4 feeding rate. (a) 0.166 cm3/s, (b) 0.25 cm3/d, (c)

0.333 cm3/s, (d) 0.50 cm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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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20 min, 15 min, 10 min 단위로 투입하여 환원조

내의 온도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Fig. 3(a)는

30 min에 걸쳐 TiCl4를 서서히 투입한 온도곡선으로 약

12.5 min에서 가장 높은 온도 피크를 보인다. 그 이후에

는 일정량 주입에도 불구하고 온도감소가 관측되었다.

그리고 투입이 완료된 후에는 원래 온도로 복귀하였다.

Fig. 3(b)는 투입후 약 16 min에서 가장 높은 온도피

크를 보이고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였고 투입 완료후에

도 상당한 온도증가가 유지되었다. 원래 온도로 복귀되

는 시간은 약 6 min 정도이다. Fig. 3(c)는 투입후 약

13 min에서 가장 높은 온도피크를 보이고 이후에는 점

차 감소하였고 투입 완료후에도 상당한 온도증가가 유

지되었다. 원래 온도로 복귀되는 시간은 약 15 min 정

도이다. Fig. 3(d)는 투입후 약 4 min에서 가장 높은

온도피크를 보이고 이후에도 투입 환경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였고 투입 완료후에도 상당한 온도증가가 유지되

었다. 원래 온도로 복귀되는 시간은 약 10 min 정도

이다.

Fig. 3에서 각각 30 min, 20 min, 15 min, 10 min

단위로 투입시간을 변화시킨 경우에 각각 최대 상승온

도는 60, 90, 120, 230oC로 투입시간이 짭을수록 최대

상승온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Ti 금속화 반응이 반응열

을 방출하는 대표적인 발열반응이기 때문이다. Fig. 4는

TiCl4 투입속도에 따른 최대 온도상승폭을 도식화한 결

과이다. 온도상승폭은 투입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직선

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4는 단위시간당 공

급되는 반응열량이 짧은 시간에 밀집될수록 온도상승에

비례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TiCl4 투입시 환원조 중심부에 계측된 온도변화 그래

프를 보면, 투입에는 항상 20oC 정도의 갑작스러운 초

기 상승 피크가 만들어지고 다시 온도가 감소했다가 다

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초기 상승피크 형

성은 투입속도와 무관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아마도

TiCl4 가스가 용융 Mg과 표면반응이 일어나면서 반응

생성물인 MgCl2 막이 생기면서 Kroll 반응이 일정시간

중단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건전한 순

Mg표면이 TiCl4 가스와 지속적으로 만나야 반응이 일

어나는데 이러한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Kroll 반응이 계속 일어나려면 2가지 방법을

예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MgCl2 반응물이 금속 Mg

과 비중 차이(Mg: 1.545 g/cm3, MgCl2: 1.667 g/cm3

at 780oC)10)가 작지만 하단의 Mg층을 통과하여 밑으로

가라앉거나 용융 Mg이 상부로 부상하여 계속 건전한

금속 Mg 표면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환원

조 온도가 올라가면서 Mg 증기량이 증가하여 환원조

상단부에서 기상-기상 Kroll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다.

실제 상황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발생하는 것을 스폰지

단면관찰에서 알 수 있었다. 또한 Fig. 3에서 나타나는

Fig. 4. Variations of temperature increment of reducing

reactor with TiCl4 feeding rate.

Fig. 5. Photographs showing the cross sectional views of

reducing reactor after reduction and water pickling

with the TiCl4 feed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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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온도상승 피크 형성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가

Kroll 반응이 진행되면서 온도상승이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Kroll 반응의 단계적인 과정은 Ti 스

폰지 단면을 정밀하게 관찰하면서 추론할 수 있었다.

3.2. Ti 스폰지 단면

Fig. 5의 환원조 단면을 보면 TiCl4 투입속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첫번째로 Mg 반응표면 상단

부의 Ti 스폰지는 투입속도가 높을수록 주로 환원조 벽

면을 따라 왕성하게 잘 발달되어 있고, Mg 용융표면으

로 추정되는 평판모양의 스폰지 영역은 투입속도가 증

가할수록 내부 기공이 다량 발생되거나 두께가 훨씬 얇

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특징은 금속 Mg이 입자상으로 MgCl2내에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반응 Mg금속이 상

부로 부상하여 지속적으로 반응에 관여하기 위해서 둥

근 입자상으로 MgCl2 층 위로 부상하기 위하여 모양이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2톤 스폰지를 만

든 Nagesh 등8)의 결과에도 언급이 없으며, 우리가 앞

서 연구한 결과9)에서도 관찰되지 않았다.

Nagesh 등8)은 액체상의 TiCl4가 투입되면 기체상의

TiCl4로 되는 동시에 용융 Mg 표면으로 이동하고, 용융

마그네슘과 만나 TiCl3, TiCl2, Ti 단계를 거치면서 반

응 부산물인 MgCl2을 형성하고 작은 복합상의 액적을

만들어 용융 마그네슘 층을 따라 반응기 내벽으로 이동

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반응기 내벽에 형성된 타이타늄

은 계속 성장하고, 성장이 일정수준까지 이루어지면 스

폰지는 자중으로 반응기 하단부로 탈락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Lee 등9)의 결과에서는 Nagesh 등8)이 얘기한 것처럼

환원조 벽면과 용융 Mg 표면이 만나는 경계부에 Ti

스폰지가 생기지만, 형성된 스폰지가 자중으로 탈락할

정도가 아닌 관계로 Bridging 형태로 Mg 표면에 평판

모양의 형성된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결과도 Ti 스폰지

Fig. 6.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titanium sponge

produced by this study.

Fig. 7.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titanium sponge

produced by toho titanium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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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기구는 비슷했다. 그리고 Lee 등9)의 결과에서는 미

반응 Mg 금속은 덩어리 형태로 작은 비중차이인 관계

로 밀려서 상부로 올라가 반응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g이 입자형태로 MgCl2내부에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다시 말

해서 TiCl4와 지속적인 Kroll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부로 떠올라서 건전한 Mg 표면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참여하기 위한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Fig. 6과 7은 각각 본 실험에서 얻은 Ti 스폰지와

일본 Toho Titanium사의 상용제품의 Ti 스폰지를 주사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비교관찰한 사진이다. 상용 제품

은 충분히 초기 Kroll반응으로 형성된 Ti 입자들이 서

로 합체되어 있는 다공성 연결체인 해면체 조직의 Ti

스폰지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의 결과는 미

반응 잔여물을 Tapping한 후에 일정시간 유지한 효과로

약 20 ~ 30% 정도가 상용제품의 초기 Kroll반응으로

생성된 입자가 상호 합체된 부분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Kroll 반응후, 본 연구의 냉각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추정되는 Lee 등9)의 결과에서는 초기 Ti입자

간 합체보다는 입자의 Rounding이 더 두드러지게 관찰

된다. 이러한 냉각효과 차이는 향후 이 효과를 잘 활용

하면 Ti 분말을 저가로 만들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iCl4와 Mg은 화학양론적으로 1:4의

몰비인 256 g의 Mg에 대하여 TiCl4 투입량 300 cm3

(500 g)을 기준으로 투입시간을 10 min, 15 min, 20

min, 30 min으로 달리하여 투입 속도를 변화시켜 Ti 스

폰지의 환원반응을 조사하였다.

1. 상기 조건에서, TiCl4 투입속도가 증가하면 Kroll

반응열 증가에 따른 환원조 내부온도 상승치는 직선적

으로 비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2. TiCl4 투입시간과 온도간 그래프를 보면, 초기 온

도상승 피크가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이는 초기 Kroll

반응후 MgCl2 형성으로 인한 반응 중단효과를 의미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스폰지 단면을 보면, 건전한 Mg표면을 계속적으로

제공되어 지속적인 Kroll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

주는 Mg 입자상이 MgCl2 내부에 다량으로 관찰되었다.

4. 스폰지 외형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는

Kroll 반응된 Ti 입자상의 합체나 성장이 냉각속도와 유

지시간에 의해 제어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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