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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가스에 의한 철 스크랩 중 Cu의 선택적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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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ve Removal of Cu in Ferrous Scrap by Chlorine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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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철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되는 철강재의 품질은 재활용 스크랩 중의 미량원소에 의해 악영향을 받는다. 특히 철 스크랩 중의 Cu는

소량이라도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는 원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 스크랩 중의 Cu를 염소가스에 의해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실험실적으로 검토하였다. Cu를 함유하는 모의 철 스크랩을 여러 가지 분위기의 염소가스와 반응

시켰다. 실험결과 Cu는 염화되어 증발되었으나, Fe는 염소와 산소의 혼합가스 분위기에서는 표면만 산화되고 염화되지 않았다.

주제어 : 제강, 스크랩재활용, 구리, 염소, 증발

Abstract

The quality of steel produced from scrap can be adversely affected because of the buildup of tramp elements in recycled scrap.

The tramp element of greatest concern is copper because of its effect on steel quality, even in small percentage quantities. In

this study, possibility of removal of copper from ferrous scrap by using Cl2 gas is experimentally examined in a small size exper-

imental apparatus. Synthetic ferrous scraps containing copper were reacted with Cl2 gas in various atmosphere. The copper was

chloridized and evaporated, whereas iron was oxidized and was not reacted with Cl2 and oxygen mixture gas.

Key words : steelmaking, scrap recycling, copper, chlorine, volatilization

1. 서 론

최근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원의

유효이용 및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 등에 대하

여 광범위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철강업은 대량의 기

초자재를 공급하는 한편 대량의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

문에 지구 환경문제에의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철강재료는 본래 사용 후 스크랩으로 회수, 용해하여 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리싸이클링 산업

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스크랩은 철광석 및 원료

탄과 함께 철강산업의 3대 기초 원료로서, 스크랩으로

부터 철강재를 생산할 경우 철광석을 환원하여 철강재

를 얻는 것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에너지로 철강재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CO2 가스도 약

1/4 정도에 불과하여 최근의 환경, 에너지 문제와 관련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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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철강재 이용이 다양화되고 철강이용 제품의

고급화로 인해 철 이외의 금속류 및 비금속 재료와 병

용되는 경우가 많아 철강 측에서 보면 스크랩으로서의

품질이 현저히 저하하여 재이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특히 폐자동차 슈레더에서 나온 산출물에는 철 스크랩

은 60.1%에 불과하고, 비철금속이 약 2.0%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 즉, 스크랩 중 강재의 성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Cu, Sn 등의 불순물이 다량 함

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불순물 원소의 축적

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선별에 의한

분리제거3) 이외에 실용화된 효율적인 대량처리에 의한

불순물 원소의 제거기술은 없으며, 단지 고순도 철원을

이용한 희석에 의하여 불순물 원소의 농도를 낮추고 있

을 뿐이다.

따라서 스크랩을 자원화 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불순물 원소 제거기술의 개발이 필

요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4-7). 이러한 불순물

원소 제거기술에 관한 연구는 고체상태의 스크랩에서

제거하는 사전처리법과 액체 상태에서 제거하는 정련

과정에서의 처리법으로 나눌 수 있다1). 사전처리법은

열역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액상 중에서의 Cu 활동도

가 매우 낮아 Cu가 철 스크랩과 함께 용해되어 용강

중으로 혼입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

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스크랩 중의

불순물 원소 중 사전처리로서 제거할 수 없는 철강재

중의 합금원소 혹은 불순물 원소는 스크랩을 용해한 후

에 제거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련 과정

에서의 처리법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고체상태의 철 스크랩 중에 존재

하는 Cu를 기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

다. 그러나 Cu 등의 불순물 원소는 증기압이 낮기 때

문에, 증발이 용이한 염화물로 만들어 기상으로 제거하

고자 하였다. 

2. 이론적 고찰

철 스크랩 중의 Cu는 강재 중에 합금원소(내후성강

등) 혹은 불순물 원소로 존재하는 것과 전기모터의

core, 혹은 전선 등과 같이 단체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

전자는 스크랩을 용해한 후 제거하여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 스크랩을 용해하기 전인 고체 상태에서도 제거할

수 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인

Table 1. Gibbs free energy changes in chlorination and oxidation

Reaction  (kJ) Temp. range (K)

2Cu(s)+Cl2(g)=2CuCl(l) −225340+39.22T −186.12 703-1357

2Cu(s)+Cl2(g)=2CuCl(g) 175230−169.12T  6.11 298-1357

2Cu(s)+Cl2(g)=2/3Cu3Cl3(g) −176800+5.03T −171.77 298-1356

2Cu2O+2Cl2=4CuCl+O2 −112380−68.19T −180.57 298-1357

2CuO+Cl2=2CuCl+O2 80880−134.08T −53.20 298-1357

4Cu(s)+O2(g)=2Cu2O(s) −338300+146.63T −191.67 298-1357

2Cu(s)+O2(g)=2CuO(s) −306220+173.30T −132.92 298-1357

Fe(s)+Cl2(g)=FeCl2(s) −338480+121.93T −216.55 298-950

Fe(s)+Cl2(g)=FeCl2(l) −287640+68.33T −219.31 950-1285

Fe(s)+Cl2(g)=FeCl2(g) −160330−29.43T −189.76 1285-1809

2FeO+2Cl2=2FeCl2+O2 −48420+7.2T −39.22 833-1285

1/2Fe3O4+3/2Cl2=3/2FeCl2+O2 111780−46.5T  65.28 950-1285

2/3Fe2O3+4/3Cl2=4/3FeCl2+O2 157910−75.78T  82.13 950-1285

2Fe+O2=2FeO −528860+129.46T −399.40 833-1650

6FeO+O2=2Fe3O4 −586380+207.6T −378.78 833-1650

4Fe3O4+O2=6Fe2O3 −526950+310T −216.95 298-1650

ΔG
0

J( ) ΔG100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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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의한 수선별 및 스크랩 가공기를 이용한 것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의 제거는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금속은 1000 K 부근에서 염소가스 분위

기 중에 노출되면 염화하여 액상 혹은 가스상의 염화물

로 된다. 그러나 금속이나 그 산화물은 염화반응이 일

어나지 않는 조건이 있다8,9). 그리고 금속은 염소가스와

산소를 혼합한 산소분압이 높은 조건에서는 산화되어

표면에 산화물을 형성한다. 따라서 염소와 산소의 분압

을 조정하여 철 표면에만 산화물이 형성되도록 하면

Cu는 염화물 가스로서 분리, 제거될 가능성이 있다. 

Cu 및 Fe의 염화반응에 대한 자유에너지 변화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 나타낸 1000 K에서

의 자유에너지 변화 로부터 Cu는 금속상태나

산화물 상태에서 염소가스와 반응하여 쉽게 CuCl(l) 및

Cu3Cl3(g)를 형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Fe 역시

쉽게 염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able 1로부터

Fe3O4나 Fe2O3와 염소의 반응은 1000 K에서의 자유에

너지 변화값 이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열

역학적으로 염화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소가 존재하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Cu

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Fig. 1에는 Table 1의 데이터로부터 1000 K에서의

Fe-Cl-O계(점선)와 Cu-Cl-O계(실선)의 퍼텐셜도를 나타

내었다. 그림 중 우측 상부의 음영 부분에서 Fe는

Fe3O4나 Fe2O3로 안정하지만, Cu는 CuCl(l)로서 안정

한 영역이다. 이 영역은 온도를 낮추면 더욱더 확대된

다. 따라서 산소분압을 높여 Fe가 산화될 수 있는 조건

에서 염화시키면 Fe의 표면만 산화되고 Cu는 염화반응

에 의해 CuCl(l)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길이 1 cm, 직경 1 cm의 Cu

봉과 3 cm × 4 cm의 냉연강판으로 Cu의 순도는 99.99%

이며, 실험 전에 #1000번의 사포로 표면의 산화막을 제

거하였으며 각각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Cu봉의 표면적

계산에서 냉연강판과 접촉되는 부분의 면적은 제외하였

으며, 시편 가공에 따른 길이의 차이는 무게로부터 보

정하였다. 이때 Cu봉의 평균 표면적은 약 3.9 cm2였다.

한편 냉연강판의 경우 표면적 계산에서 두께 방향의 면

적과 Cu봉의 밑면과 접촉하는 부분의 면적은 무시하였

으며, 이때의 표면적은 약 24 cm2 이었다.

Fig. 2에는 실험장치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반응관

은 내경 40 mm의 알루미나관을 사용하였으며, Ar, Air,

O2, Cl2 가스의 유량을 각각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반응 중 생성한 물질에 의해 실험도중에 가스

출구가 막히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응관의 가스

출구쪽에 glass wool을 넣어 고형물을 부착 제거하였다.

그리고 미반응 염소가스는 1차로 물에 흡수시켜서 가스

의 일부와 고형물을 제거하고 2차로 NaOH 수용액에

흡수시켜 유독성의 염소가스를 제거한 후 공기 중으로

배출시켰다. 

실험은 우선 알루미나 보트를 시험관내에 넣어두고

500 cm3/min의 Ar가스를 불어넣으면서 일정온도까지 가

열한 후 다시 보트를 반응관의 입구까지 끄집어내어 그

위에 냉연강판과 Cu봉 2개를 올려놓고 균열대까지 밀

어 넣었다. 그리고 일정온도에 도달한 후, Ar가스를 잠

ΔG
1000K

0

ΔG
1000K

0

Fig. 1. Potential diagram of the Cu-Cl-O and Fe-Cl-O

systems.
Fig. 2. Experimental set-up for chlorination of Cu with Cl2

gas.



염소가스에 의한 철 스크랩 중 Cu의 선택적 제거 57

자원리싸이클링 제 27권 제 5호, 2018

그고 염소의 혼합가스를 일정 유량으로 불어 넣었다. 일

정시간이 경과한 후 염소 혼합가스를 Ar가스로 대체하

여 약 5분간 반응관내의 염소 혼합가스를 제거한 후 보

트와 시료를 함께 끄집어내어 Ar가스로 냉각하고 표면

에 존재하는 피막을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일

부는 시료 및 피막과 함께 단면을 관찰하고 EPMA를

이용하여 조성을 분석하였다.

Table 2에는 실험조건을 나타내었다. 반응 가스로는

공기-염소, 산소-염소 및 Ar-염소의 혼합가스를 이용하

였으며, 이때의 염소가스 농도는 5, 10, 20%의 3종류

로 하였다. 한편 반응온도는 973, 1073, 1173 K로 하

였으며, 혼합가스 유량은 300, 500, 700 cm3/min로 하

여 염소가스 농도의 영향, 혼합가스 종류의 영향, 반응

온도의 영향 및 가스유량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일부의 시험에서는 혼합가스를 10, 20, 30분간 불어넣

은 후 시료를 끄집어내어 시간에 따른 증발 제거량을

조사하였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기체-고체 사이의 반응은 고체표면에서만 반응하는

불균일 반응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의 무게변화량으로

나타내는 것이 타당하여 다음 식과 같이 무게 변화량을

계산하였다.

Weight reduction (g/cm2) = (1)

여기서 A는 시료 표면적(cm2), Wbef는 실험 전 시료의

무게(g), Waft는 실험 후 피막을 제거한 후의 시료 무

게(g)를 나타낸다. 

우선 시간에 따른 공기-염소의 혼합가스에 의한 탈Cu

의 거동을 Fig. 3에 나타내었다. 염소와의 혼합가스로

공기를 사용한 것은 Fe를 산화시켜 염화반응을 억제시

키기 위해서이다. 973 K에서 공기-10%Cl2 혼합가스를

불어 넣은 경우, 그림에서와 같이 초기 10분간 일정량

의 Cu가 증발 제거된 후 이후 약 20분까지는 큰 변화

가 없으며, 그 후에 다시 제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1073 K에서 공기-20%Cl2 혼합가스를 불어넣은 경

우에는 973 K의 경우와는 달리 초기부터 현저하게 제

거되며, 이후 30분까지 계속적으로 Cu가 제거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염소가스 농도에 의한

영향과 온도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973 K의

경우 염소가스 농도가 10%이며, 온도 역시 낮기 때문

에 Cu의 제거속도와 양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반응 후 끄집어낸 시료의 표면에는 약 1 mm 두께의

반 용융상태인 피막이 존재하였다. 즉 973 K의 반응초

기 10분간 일정량의 Cu가 증발제거된 후 무게변화가

1

A
--- Wbef Waft–( )⋅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No
Temp.

(K)

Flow rate (cm3/min) Ratio of 

Cl2 (%)
Remark

Air O2 Ar Cl2

1

973

475 0 0  25  5

Air-Cl22 450 0 0  50 10

3 400 0 0 100 20

4

1073

475 0 0  25  5

Air-Cl2

5 450 0 0  50 10

6 400 0 0 100 20

7 240 0 0  60 20

8 560 0 0 140 20

9

1173

475 0 0  25  5

Air-Cl210 450 0 0  50 10

11 400 0 0 100 20

12
1073

0 450 0  50 10
O2-Cl2

13 0 400 0 100 20

14

1173

0 475 0  25  5

O2-Cl215 0 450 0  50 10

16 0 400 0 100 20

17 1073 0 0 400 100 20

Air-Cl218
1173

0 0 450  50 10

19 0 0 400 100 20

Fig. 3. Weight reduction of Cu bar wi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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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은 피막 생성시기로 판단된다. 즉 초기 일정량

이 제거되면서 시료 표면에 Cu-Cl-O의 반응 생성물층

이 형성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러한 반응 생성물층 중의 Cu화합물의 증발에 의해

제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073 K의 경우에도 반

응 생성물층이 생성되었지만 비교적 온도가 높기 때문

에 반응 생성물층의 생성과 증발이 동시에 진행되어 반

응초기부터 높은 제거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4에는 염소가스 농도에 따른 Cu의 증발제거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Air-염소의 혼합가스

를 500 cm3/min의 속도로 불어넣어 30 분간 반응시킨

후의 결과이다. 염소가스 농도가 높을수록 Cu의 제거량

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염소가스 농도가 5%인

경우에는 온도차이에 따른 Cu의 제거량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10%인 경우에는 973 K의 경우 Cu 제거량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염소가스 농도가 비교적 높은

20%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Cu의 제거량 역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증발제거가 반응 생성물

층의 형성과 증발의 2가지 과정이 지배하는 것을 시사

하고 있다. 즉 염소가스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반응 생

성물층의 형성이 활발하여 온도가 높을수록 제거속도는

상승하지만, 염소가스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반응 생성

물층의 생성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온도에 의한 영향이

그다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5에는 혼합가스 유량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1073 K에서 20%염소가스를 30분간 불어넣어 반응시킨

후의 가스유량의 영향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이다. 혼합

가스 유량이 증가할수록 증발 제거량이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스유량이 높을수록 전

체적으로 반응에 소요되는 염소 가스의 공급량이 증가

하고, 생성물 층 표면에 존재하는 가스 경계층의 두께

를 감소시켜 증발을 촉진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 6에는 Cl2-O2 혼합가스에 의한 Cu의 제거에 미

치는 염소가스 농도와 온도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Fig.

4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도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기와 염소의 혼합가스에서와 마찬

가지로 염소농도가 증가할수록 Cu의 증발량이 현저하

게 증가하였다. 특히 염소가스 농도가 20%일 경우 증

발 제거량은 단위 면적당 0.5 g 이상을 나타내어 현저

한 증발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에는 1173 K에서 혼합가스 종류에 따른 염소

가스 농도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Ar-염소의 혼합가스에

서 가장 낮은 제거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기-염소의

Fig. 4. Effect of Cl2 concentration in Cl2-Air gas mixture

and temperature.

Fig. 5. Effect of gas flow rate.

Fig. 6. Effect of Cl2 concentration in Cl2-O2 gas mixture an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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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가스에서 가장 높은 제거율을 나타내지만, 산소-염

소의 혼합가스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러한 결과로 부터 산소는 Fe의 표면을 산화시켜 염화

반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Cu의 염화반응 및 증발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Ar-염

소의 혼합가스에서는 Cu는 염화되어 증발제거되지만 Fe

역시 염화되어 Cu만의 선택제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8에는 1173 K에서 공기-20%염소의 혼합가스

중에서 30분간 반응시킨 시료의 단면을 관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의 좌측부터 수지, 반응 생성물층 그리

고 소지인 Cu를 나타내고 있다. 반응 생성물층은 약

250 µm 전후의 두께를 가지는 다공질 상으로 되어 있

다. 그리고 반응 후 이러한 생성물 층은 시료와 쉽게

분리되었다. 

Fig. 9에는 Fig. 8의 시편을 세로방향으로 선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8과 Fig. 9로부터 다공질 생성

물 층은 Cu, O 및 Cl로 구성되어 있지만, Cl의 상대

적인 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u의 산화

물과 염화물이 공존하지만, 생성된 염화물의 상당량은

증발되어 제거된 것으로 생각된다. 산화물의 생성은 혼

합가스 중의 산소와 반응한 것과 시편을 노외로 끄집어

내어 Ar가스로 냉각하는 과정에서 산화된 2가지를 고

려할 수 있으나, 본 실험에서 명확한 구분을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염소가스에 의하여 생성된 Cu의 염화물

은 Fig. 1의 퍼텐셜도로부터 액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액상 Cu 염화물의 일부가 혼합가스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추측

된다. 한편 실제의 실험에서 시편을 노외로 끄집어 낸

직후에는 시편의 표면에 액상의 Cu 반응 생성물이 존

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Cu의 염화반응과 증발제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Cu와 혼합가스 중 염소의 화학반응에 의한 액상

염화물 생성

(2) 액상 염화물의 증발 및 산화

(3) 산화물층을 통한 염화물 생성 및 증발

한편 이러한 염소가스에 의한 Fe의 염화 및 산화반

응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Fe의 무게변화를 Cu와 마찬

가지로 표면에 존재하는 피막을 제거한 후 측정하였으

Fig. 7. Effect of gas mixtures and ratio of Cl2 on the weight

reduction of Cu bar.

Fig. 8.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cross section of

sample reacted for 30 min in Air-20%Cl2 gas mixture

at 1173 K.

Fig. 9. Line analysis results of cross section of sample

reacted for 30 min in Air-20%Cl2 gas mixture at

1173 K.



60 이소영 ·손호상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7, No. 5, 2018

나 단위 면적당 0.05 ~ 0.08 g으로 Cu의 증발량에 비

하면 매우 미미한 값을 보였고 피막의 대부분은 산화물

로 존재하여 Fe의 염화 증발량이 매우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실험 후 Fe의 표면에는 일부 Cu의

색상이 나타나 Cu가 증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두께는 극히 얇아서 증발 제거량에 비하면

매우 적은 량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Ar-염소의 혼합가스로 반응시킨 경우에는 Fe

의 표면에 전혀 산화피막이 형성되지 않고 단지 염화반

응에 의한 현저한 증발제거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Fe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응가스

중에 반드시 일정수준 이상의 산소가 존재하여 Fe 표

면을 산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정량 이상

의 산소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는 이론적 검토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Fe의 염화반응이 일어나기 힘들고 Cu

의 선택적 제거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철 스크랩중의 Cu를 고체상태에서 Cl2가스와 반응시

켜 Cu를 염화물로 만들어 증발제거 시키기 위한 기초

연구로, Cu의 염화 및 증발에 미치는 반응온도, 염소가

스 농도, 혼합가스 유량 및 혼합가스 종류에 대하여 검

토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1073 K 이상의 온도에서는 반응 초기부터 Cu의

현저한 염화 및 증발제거가 일어났다.

(2) Cu의 염화 및 증발제거는 반응온도, 염소가스 분

압 및 가스유량이 높을수록 촉진되었다.

(3) 반응 생성물 층은 Cu-Cl-O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염소혼합가스 중의 산소는 Fe의 표면을 산화시

켜 염화반응에 의한 증발을 억제함과 동시에 Cu 염화

물의 형성 및 증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4) 염소가스를 이용하여 철 스크랩중의 Cu를 선택적

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기와 같이 산소를 함유한 혼

합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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