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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oll법에 의한 타이타늄의 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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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타이타늄 스펀지는 Kroll법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타이타늄의 새로운 제련법과 리사이클링 기술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기존의 타이타늄 제조기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Kroll법을 중심으로 한 타이타늄 제조기술에 대해 고찰하
였다. Kroll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유동 염화법이나 용융염 염화법에 의한 TiO2의 염화 공정
(2) 반응기 결합방법에 따른 역U자형이나 I자형을 이용한 TiCl4의 Mg에 의한 환원과 Mg와 MgCl2의 증류
(3) 단극형이나 복극형 전해조에 의한 반응 부산물인 MgCl2의 전해와 Mg과 Cl2의 생성
(4) 스펀지 타이타늄의 분쇄와 VAR이나 EBM에 의한 용해 및 잉곳 제조
지난 80년 동안 제련공정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Kroll법은 TiCl4의 환원과 MgCl2의 분리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회분식 조업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주제어 : 타이타늄, 크롤법, 스펀지, 염화, 환원, 전해, 증류, 용융

Abstract

Titanium sponge is industrially produced by the Kroll process.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emerging 

smelting and recycling proces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nventional production process of titanium. Therefore this paper 

provides a general overview of the conventional titanium manufacturing system mainly by the Kroll process. The Kroll process 

can be divided into four sub-processes as follows: 

(1) Chlorination of raw TiO2 with coke, by the fluidized bed chlorination or molten salt chlorination

(2) Magnesium reduction of TiCl4 and vacuum distillation of MgCl2 and Mg by reverse U-type or I-type with reduction- 

distillation integrated retorts

(3) Electrolysis process of MgCl2 by monopolar cells or multipolar cells to electrolyze into chlorine gas and Mg.

(4) Crushing and melting process in which sponge titanium is crushed and then melted in a vacuum arc furnace or an electron 

beam furnace 

Although the apparatus and procedures have improved over the past 80 years, the Kroll process is the costly and 

time-consuming batch operation for the reduction of TiCl4 and the separation of MgC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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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타이타늄(Ti, titanium)의 지각 중 존재도(Abundance 

of elements in Earth’s crust)는 9위(0.57 %)이며, 구조용 
금속으로는 알루미늄(8.23 %), 철(5.63 %), 마그네슘(2.33 

%)에 이어서 네 번째로 풍부한 원소이다1). Ti은 비중이 
4.5 g/cm3으로 철의 60 % 정도이지만 비강도가 높아 항공, 

국방 등 고강도와 경량성을 요구하는 첨단산업의 핵심소
재로 사용되고 있다. 또 해수 중에서는 스테인리스강보다 
우수한 내식성을 가지고 있어서 해수 담수화 설비나 화
학 장치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인체에 대한 금속 알
러지 등이 없는 등 생체 적합성이 매우 우수하여 인공관
절, 임플란트 등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금속소재로의 
제련이 어려워 희소금속(rare metals)으로 분류되고 있다. 

Table 1에는 이러한 Ti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었다.

Ti을 함유하는 광석에는 루타일(rutile, 95~100 % TiO2), 

일메나이트(ilmenite, FeTiO3, 52.7 % TiO2), 류코신(Leu-

coxene, 67.3 % TiO2)이 있으나2),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루타일과 일메나이트이다. 특히 일메나이트는 매장
량이 가장 풍부한 원료이며, 영국의 광물학자인 그리거
(William Gregor)가 1791년에 발견하여 Manaccanite로 
명명하면서부터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1795년에 독일의 
화학자인 M. H. Klaproth가 루타일을 발견하여 그중에 함

유된 금속원소를 타이타늄으로 명명하였다3). 금속 Ti은 
고온에서 매우 활성인 금속으로, Ti과 반응하지 않는 것은 
Na, Mg, Ca 등 알칼리 금속, 알칼리토류 금속의 일부이
며, Ti 중으로 용해되지 않는 것은 F, Cl 등의 할로겐 원소
뿐이다. 특히 C, O, N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화학적 친화
성이 있어서 큰 용해도를 가지고 있다4). 이러한 Ti은 
1909년 Hunter 박사가 TiCl4를 Na으로 환원하여 사용되
기 시작하였다5). 그리고 1937년에 Kroll 박사가 TiCl4를 
Mg으로 환원하여 금속 Ti을 제조하였으며6,7), 1947년에 
DuPont사에서 상업생산을 시작하면서 Ti의 시대가 열리
게 되었다8).

Ti의 공업적 제조방법은 Hunter법과 Kroll법이 병존하
였으나, 1992년에 영국 RMI(Reactive Metals Inc.)의 Hunter

법 Ti 공장이 폐쇄되면서 현재 시판되는 Ti은 Kroll법에 의
해서만 제조되고 있다. Kroll법은 TiCl4의 환원과 MgCl2

의 분리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회
분식 조업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Kroll법으
로 10 ton batch의 스펀지 Ti을 생산할 때, 환원, 증류, 냉
각에 각각 4일 정도가 소요되고, 환원공정에서 부득이하
게 Fe 등의 불순물 함유량이 높은 부분이 스크랩으로 처
리되어 Ti이 다른 금속에 비하여 코스트 경쟁력이 낮은 이
유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
는 새로운 Ti의 제련기술에 관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
고 있다2,9).

한편 타이타늄의 새로운 제련법이나 리사이클링 기술
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타이타늄 제조기술에 대한 
검토와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Kroll법
에 의한 Ti 제조기술에 대해 고찰하였다.

2. 타이타늄의 생산량과 제조법 개요

Fig. 1에는 1995년부터 스펀지 Ti의 생산량 변화를 나
타내었다. 1947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1톤의 스펀지 Ti을 
공업적으로 제조한 후에 1990년대 초반까지의 생산량은 
5만 톤을 넘지 못하였다. 중국이 2000년대에 들어 본격적
으로 Ti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스펀지 Ti의 생산량은 비
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에는 약 21만 
톤의 스펀지 Ti이 생산되었다. 전세계 스펀지 Ti의 약 37 

%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어서 일본이 약 25 %

를 생산하고 있다. 나머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미국, 우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itanium

Symbol/Atomic number Ti/22

Atomic weight 47.867 g/mol

Melting point 1,668 ℃ (1941 K)

Boiling point 3,287 ℃ (3,560 K)

Density
at 25 ℃ 4.506 g/cm3

at m.p. 4.11 g/cm3

Heat of fusion 14.15 kJ/mol

Heat of evaporation 425 kJ/mol

Specific heat 

 (at 293 K) 25.060 J/(mol·K)

Electron config. [Ar]3d24s2

Oxidation states +2, +3, +4

Thermal conductivity 21.9 W/(m·K)

Electrical resistivity (at 20 ℃) 420 nΩ·m

Cry. structure hcp (<882 ℃)

Color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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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나에서 생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펀지 Ti을 생
산하지 않지만, 세계 7위의 Ti 소비국이다.

Fig. 2에는 Kroll법과 Hunter법에 의한 Ti 생산공정의 
대략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원료에는 루타일과 일메나이
트가 있으며, 일메나이트는 염화공정에 앞서 불순물인 Fe

를 제거하여 합성루타일(synthetic rutile, up graded ilmenite, 

TiO2 90~96 %)로 만든다. 이후에 유동층법(fluidized bed 

chlorinator)이나 용융염법(molten salt chlorinator)에서 
TiCl4를 제조한 후에 정제를 거쳐서 환원공정으로 보낸
다. 환원공정은 Na을 환원제로 사용하는 Hunter법과 Mg

을 환원제로 사용하는 Kroll법이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Kroll법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환원 후에 미반응한 Mg

과 반응 생성물인 MgCl2를 증류 ․제거하는 방법에 따라 
역U-type과 I-type이 있다. 반응 생성물인 MgCl2는 용융
염 전해공정에서 Mg과 Cl2를 재생하여 각각 환원공정과 
염화공정으로 보낸다. MgCl2의 용융염 전해 공정에는 
복극형(bipolar)과 단극형(monopolar)이 있다. 환원 ․분리
한 스펀지 Ti은 불순물 농도가 높은 외각부를 제거한 후에 
일정한 크기로 파쇄한다. 그리고 2차에 걸친 진공용해에 
의해 잉곳으로 만들고 있다.

Fig. 3에는 1 inch 두께의 Ti 판재 제조비용의 비율을 나
타내었다9). 그림에서와 같이 Kroll법에서는 원료비와 TiCl4 

제조비용에 비해 TiCl4에서 스펀지 Ti을 얻는 비용의 비
율이 높은 편이다. 또 스펀지 Ti의 용해와 잉곳으로부터 
판재로 가공하는 비용의 비율도 높은 편이므로, Ti의 보급
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조 비용의 절감이 중요
하다. 따라서 이하에 Kroll법을 중심으로 Hunter법을 포
함하여 원료부터 잉곳 제조까지 각각의 공정에 대해 고찰
하였다.

3. 스펀지 타이타늄의 제조

3.1. 일메나이트의 고품위화
Ti을 함유하는 광석 중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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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worldwide Ti sponge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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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과 일메나이트이며, Fig. 4에 2018년도의 일메나이
트와 루타일의 TiO2 함량 기준의 국가별 매장량과 생산량 
비율을 나타내었다10). Ti 광석의 약 92 %가 일메나이트로
부터 공급되므로 일메나이트 중 Fe를 제거하여 천연 루타
일에 버금가는 고품위의 합성 루타일을 제조하는 방법이 
중요하게 되었다.

Fig. 5에는 금속 Ti이나 TiO2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가 
되는 일메나이트의 고품위화 방법을 정리하여 나타내었

다11). 합성 루타일을 제조하는 방법은 원료인 일메나이트
의 조성이나 지역적 특성, 최종목적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일메나이트의 고품위화법에는 일메
나이트를 전기로 등에서 정련하여 선철을 생산하면서 TiO2 

농도가 높은 슬래그를 만드는 방법, 일메나이트 중의 Fe

나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산 침출법, 일메나이트 
중의 산화철을 부분 환원하거나 완전히 환원한 후에 물리
적 선별이나 화학적 처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선택적 염
화에 의해 Fe만 제거하는 방법 등이 있다12).

3.2. TiCl4의 제조와 고순도화
Ti원(천연 루타일, 합성 루타일, 고Ti 슬래그 등)과 코

크스, 염소가스를 이용하여 TiCl4를 만드는 공정에는 유
동층 염화법과 용융염 염화법이 있으며, Table 2에는 각
국에서 사용하는 염화법을 종합하여 나타내었다13). Fig. 6

에는 OTC(Osaka Titanium Technologies Co.)의 유동층 
염화공정을14) 기반으로 두 공정을 재구성하여 나타내었
다. 두 공정은 염소가스를 취입하는 방법만 다를 뿐 기본
적인 반응식은 동일하며, TiO2 자체의 염화반응은 다음식
과 같다.

TiO

 Cl


TiCl


O




  Jmol
(1)

이 반응은 2,973 °C 이상이 되어야  가 음의 값이 
되므로 공업적인 온도에서는 염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식 

Rutile Production

6,870

(10  ton)
3

Australia
11 %

Others
30 %

China
31 %

S. Africa
7 %

C
a
n
a
d
a
 9

 %

Kenya 
15 %

S. Africa
17 %

Others
9 %

Ukraine
16 % 

594

Ilmenite Production

Australia
33 %

Others
10 %

China
30 %

India
11 %

B
ra

z
il
 6

 %

Ilmenite Reserves

N
o
rw

ay
 5

 %

770

S
. 
A

fr
ic

a
 5

 %

Rutile Reserves

Australia
61 %

S. Africa
13 %

India
16 %

O
th

er
s 
5 
%

U
k
ra

in
e 

5
 %

47

M
oz

am
b
. 8

 %

Australia
24 %

Sierra Leone
19 %

 (10  ton)6

Fig. 4. World ilmenite and rutile reserves and mine pro-

duction10).

Ilmenite

*SR, TiO >93 %2

Benilite Proc.

SR, TiO >95 %2

Ishihara Proc.

SR, TiO >92 %2

Becher Proc.

SR, TiO >95 %2

Murso Proc.

SR, TiO >95 %2

Mitsubishi Proc.

TiO  slag(70~90 %)2

QIT Proc.

SR, TiO >97 %2

Austpac Proc.

Pig Iron
*SR: Synthetic Rutile

Leaching(110~140 ℃)
20 % HCl 

Leaching(130 ℃)

Spent H2 4 SO (Titanous Sulphate )

Reduction
1100 ℃, Coal

Leaching

NH Cl+HCl, pH=44

Reduction

900 ℃, CO+H2

Leaching
105 ℃, 20 %HCl

Selective Chlorination 1000 ℃ 

Leaching
25 %HCl

Roasting &
M/Separ. 

Magnetic
Separation 

Electric Arc Smelter

Reduction

Oxidation

Fig. 5. Different processes for production of synthetic rutile11).



Kroll법에 의한 타이타늄의 제조기술 7

자원리싸이클링 제 29권 제 4호, 2020

(2)와 같이 TiO2 중의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탄소와 함께 
반응시키면  가 항상 음의 값이므로 TiCl4가 만들어 
진다15).




TiO


CCl






TiCl


CO

  Jmol
(2)

TiCl4의 끓는점은 136 °C이며, 비중은 1.726 g/cm3으로 
무색투명한 액체이지만, 염화공정에서 생성된 TiCl4의 순

도는 약 98 % 정도이며 흑갈색을 띤다. 노 내가 약 1,000 °C

이므로 생성된 TiCl4는 기체로 되어 있다. 염화로 후단에
는 건식제진, 순환액에 의한 냉각 ․액화, 광물유에 의한 탈
V, 증발, 다단 증류탑에 의한 정제를 거쳐서 99.98 % 이
상의 순도를 갖는 TiCl4가 얻어지며, 5N까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용융염 염화법은 1960년대에 구소련에서 개발된 것으
로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러시아나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Ti 슬래그 중에 CaO, MgO 등의 불순
물이 많은 경우에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Ti 원광에 CaO와 

Table 2. Chlorination technology in different country13)

USA Japan Russia China

Feedstock
Rutile, 

Ti slag
Rutile

High CaO+MgO,

Ti slag

Ti slag,

Rutile

Tech. Fluidized Fluidized Molten
Fluidized

Molten

Vessel size (m) 3.05∅
3∅

1.9∅

Circular: 5∅×8.5

Square: 4.5×3.5×8.5

7×4×13

F: 1~2.56∅

M: 5∅

Production (t-TiCl4/d) 150 140 150~160 25~120

Temp. (℃) 950~1050 950~1050 700~750 800~1000

F/S consumption (t/t-TiCl4) 0.49 - 0.49 0.5~0.55

Cl2 consumption (t/t-TiCl4) 0.9 0.9 0.87~0.9 0.9~1.2

Pure TiCl  tank4

Rutile Coke

Feeder

Quench-
condenser

Brine-cooled
condenser

Exhaust gas

Cyclone

Cooler

Crude TiCl  tank4

Exhaust gas

Condenser

Side tower

Distillation column

Evaporator

De-V 
agent

Re-boiler

Crude TiCl4

C
ru

d
e
 T

iC
l 4

Chlorination

Condenser

*S/R

*FBC

*MSC

Pure TiO2

To reduction
& distillation 

Pure TiCl4

* SR: Synthetic rutile
* FBC: Fluidized bed chlorinator
* MSC: Molten salt chlorinator

Crude TiCl4

Molten 
residue

Raw materials

Cl2

Cl2 Cyclone

Fig. 6.  Flow chart for production of TiC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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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O가 6~9 % 정도 함유되어 있으면 Ti 슬래그 제조 공정
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여 용융염 염화법을 사용
하고 있다17). 용융염 염화법은 분쇄한 Ti 슬래그와 코크스를 
용융염(KCl 72~76 %, NaCl 16 %, MgCl2 4~6%, CaCl2) 상
부에 공급하고 염소가스를 용융염 중에 취입하여 TiCl4로 
염화시킨다. Ti의 실수율은 약 96 % 정도이며, 120~150 

t/d-TiCl4가 생산되고 있다. 다만 약 250 kg/t-crude-TiCl4 정
도의 폐 용융염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13), 불
순물 농도가 높은 Ti 원료의 염화법으로는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동층 염화법은 미국에서 개발되어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유동층 염화법이 개
발되기 전에는 Ti 원료와 코크스를 점결제인 피치(pitch)

를 사용하여 단광(briquette)으로 만들어 염화반응에 공급
하였으나, 생산성이 낮고 실수율도 낮아 유동층 염화법으
로 대체되었다. 유동층 염화법에서는 Ti 원료를 환원제와 
함께 분체 상태로 유동로에 장입하고, 하부로부터 Cl2를 
취입하여 약 900 °C에서 반응시키면 TiCl4가 증발하여 나
오므로 냉각하여 응축시킨다. 뒤이어 증류탑을 이용하여 
고순도 TiCl4를 만들어 환원공정에 공급하고 있다. 유동
층 염화법은 TiCl4를 만드는 가장 성숙된 기술이지만, 원료
의 크기분포와 CaO+MgO 함유량에 제한이 있다13). 특히 
CaO+MgO가 높은 Ti 원료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동층 염화법의 Ti 원료는 TiO2> 

95 %, CaO+MgO<0.5 %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TiCl4 중의 불순물은 환원반응에서 전부 금속 Ti 

중으로 흡수되므로, 금속 Ti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99.98 % 

이상의 고순도 TiCl4가 필요하다. Table 3에는 염화공정
에서 발생하는 금속 염화물의 상변태점을 끓는점(승화점) 

순서로 나타내었다. FeCl2, MnCl2, CrCl3, CrCl2, MgCl2, 

CaCl2, 등의 끓는점(승화점)은 TiCl4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염화 반응로의 온도가 약 1,000 °C 이하가 되면 액상으로 
남아 용융염 반응로 등의 슬래그가 된다. VOCl3, SiCl4, 

AlCl3, FeCl3의 경우 끓는점이 낮으므로 TiCl4의 주요한 
불순물이 되며, 증류탑이나 약품처리에 의해 제거한다. 

3.3. 환원과 분리 공정
Ti의 제조방법에는 Hunter법과 Kroll법이 공존하였으

나, 현재는 대부분 Kroll법만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HEM 

(Honeywell Electronic Materials)에서 자체 소비를 위해 
소량의 전자재료용 Ti만 Hunter법의 1단법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그리고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Hunter법을 개량한 Amstrong법이 
개발되어 있다20). 

3.3.1. Hunter법
Hunter법에는 식 (3)과 같이 TiCl4와 당량비의 Na을 반

응시켜 Ti을 제조하는 1단법과, TiCl4를 당량보다 적은 
Na과 반응시켜 저급 염화물(TiCl2)을 만든 후에 다시 Na

과 반응시켜 환원시키는 2단법이 있다.

TiCl

lNal TisNaCll (3)

Fig. 7에는 문헌으로부터 정리한 두 방법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19). 초기의 Hunter법에서는 1단법으로 환원하
였으나, 반응열 때문에 반응조가 고압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후에 2단법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1단법에서는 
NaCl의 융점인 800 °C와 Na의 끓는점인 877 °C 사이의 
좁은 온도범위에서 조업하여야 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그
리고 1 mol의 Ti을 얻기 위해서는 4 mol의 NaCl이 생성
되므로 반응조가 매우 커야 하는 단점도 있다.

2단법은 우선 다음 식과 같이 TiCl4를 TiCl2로 환원한다.

Table 3. Phase transition temperature of metal chlorides 

Compound
Melting

point (℃)

Boiling

point (℃)

Sub.

point (℃)

TiCl4 -24.1 136.4

SiCl4 -68.7 57.65

VOCl3 -76.5 126.7

VCl4 -24.5 148

AlCl3 192.6 - 180

FeCl3 307.6 316.0

FeCl2 677.0 1023.0

VCl2 1027 1506 1060.9

MnCl2 654.0 1225.0

CrCl3 1152 1300 953.1

CrCl2 824 1302

MgCl2 714.0 1412

CaCl2 772 1935

*Source: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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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l

lNal TiCl


lNaCls (4)

이 반응은 120~130 °C의 액상 Na을 압송한 후에, Ar

으로 가압한 반응조에서 235 °C의 비교적 저온에서 교
반하면서 연속적으로 반응시킨다.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TiCl2와 NaCl 혼합물을 2단계의 반응조로 보내어 액상 
Na과 반응시키면 다음 식과 같이 금속 Ti과 NaCl이 생성
된다.

TiCl

lNal TisNaCll (5)

반응 생성물인 액상의 NaCl은 주기적으로 배출하고, 잔
류하는 NaCl과 Ti 혼합물은 분쇄한 후에 순수나 0.5 %HCl

로 침출하며, 이어서 원심분리와 진공건조를 거쳐 수분이 
0.02 % 이하인 금속 Ti을 얻는다.

Hunter법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므로 
반응용기에 의한 오염이 적어 Fe 농도가 매우 낮은 Ti을 
얻을 수 있으며, NaCl과의 분리도 용이하고 과잉의 Na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Hunter

법을 개선하여 미국의 ITP(International Titanium Powder)

에서 기체상의 Na과 TiCl4를 반응시켜 Ti 분말을 얻는 
Armstrong법을 제안하였다20).

3.3.2. Kroll법
Kroll법에서는 TiCl4와 Mg을 반응시켜 스펀지 Ti을 생

성하고, 부산물인 염화마그네슘(MgCl2)과 미반응한 Mg

을 증류에 의해 분리한다. 환원반응은 아래와 같이 동일
하지만, 환원조와 응축조의 조립형태에 따라 역U자형과 I
자형의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TiCl

gMgl TisMgCl


l (6)

Fig. 8에는 일본 등에서 사용 중인 역U자형 환원 ․분리 
공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내었다. 우선 환원조에 용융 Mg

을 장입하고 반응기 내부를 Ar 분위기로 만든 후, 액상의 
TiCl4를 상부에서 공급하면 식 (6)과 같이 고체 Ti이 생성
된다. 반응 부산물인 MgCl2가 밀도 차이에 의해 환원조 바
닥으로 침강되면 Ar 가스로 환원조내를 가압하여 배출시
킨다. 식 (6)의 반응은 발열반응이므로 반응 중에는 TiCl4

TiCl4 Na(l)

Continuous Reactor
Ar atmos.(+), 235 ℃

TiCl +2Na=TiCl +2NaCl4 2

TiCl +2Na=Ti+2NaCl
2

Reaction Vessel, 
Ar atmos., 8 h, 900 ℃

Crushing & Rotary leaching (5 %HCl or HO)
2

Centrifugation Drying (H O<0.02 %)2

Na(l)
TiCl2+NaCl

Na(l)

Ar atmos., 800~870 ℃

TiCl +4Na=Ti+4NaCl
4

Batch Reactor

Ti+NaCl

Ti+NaCl

[One Stage Reduction] [Two Stage Reduction]

NaCl(l)

NaCl(l)

Ti(s) (H O<0.02 %)
2

Fig. 7. Ti sponge production by one and two stage sodium 

reduction processes.

Reduction
Retort

MgCl2

TiCl4

Cooling Apparatus

Ti+Mg+
MgCl2

Heating
Furnace

MgCl2

Ti+MgCl2

(a) Reduction (b) Vacuum separation

MgCl2

Mg+MgCl2

Vacuum
Pump

Condenser
 Retort

Ti

Mg(l)

Fig. 8. Process flow of reduction and vacuum separation of reverse U-type ret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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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약 900 °C로 제어하고 있으며, Ti

의 생성속도는 약 60~80 kg/(m2
․h)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10 ton의 스펀지를 제조할 때 반응개시부터 종료
까지 약 90시간이 소요된다14). 그리고 환원조 내에서의 
Mg, MgCl2, Ti의 거동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21,22), 상온에서는 Mg과 MgCl2의 밀도는 각각 
1.74 g/cm3와 2.32 g/cm3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780 °C

에서 Mg과 MgCl2의 밀도는 각각 1.545 g/cm3와 1.667 

g/cm3로22) 큰 차이가 없어서 복잡한 거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U자형 환원 ․분리 공정에서는 반응 생성물인 MgCl2

를 반응 도중에 액체상태에서 흡인하여 전해조로 보내고 
있으나, 일부는 미반응한 Mg과 함께 스펀지 Ti 중에 남아 
있다. 분리공정에서는 환원 반응이 끝난 후 곧바로 환원
조를 약 1,000 °C로 가열하고, 응측조를 냉각하면서 진공
배기하면 스펀지 Ti 사이사이에 잔류하는 Mg과 MgCl2가 
증발되어 연결관을 통해 응축조로 들어가 내벽에 응측된
다. 이러한 분리시간도 10 ton 스펀지의 경우 약 90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가열온도를 올리면 분리
시간이 단축되지만, 과도하게 높으면 반응조와 스펀지 Ti

이 반응하며, 또 스펀지 Ti의 소결에 의해 밀도가 올라가
서 압축성이 떨어지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스펀지 Ti의 
압축성은 Ti 용해에 사용되는 소모 전극식 진공아크 용해
(VAR, vacuum arc remelting)에서 스펀지 Ti을 압축성형
하여 만드는 소모 전극의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질이다. 또 분리공정 시간을 단축하면 스펀지 Ti 중의 
Cl 농도가 상승한다. 특히 MgCl2의 증발은 온도와 진공도
에 의존하므로 스펀지 Ti 내의 열전달 속도를 일정하게 하
기 위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여, 생산성 향상에는 한계가 
있어서 환원 ․분리로의 개수를 늘려서 대처하고 있다22). 

환원 ․분리로의 일체화 등으로 사이클 타임이 단축되고, 

batch도 대형화되어 생산성이 향상되었지만, 10 ton batch

를 생산하는데 10일 이상이 소요되어14) Ti이 다른 금속에 
비하여 가격 경쟁력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의 일부 공장에서
는 I자형 환원 ․분리로를 사용하고 있다. 문헌13,14)으로부
터 I자형 환원 ․분리로에서의 조업방법을 모식적으로 나
타내면 Fig. 9와 같다. 환원반응이 종료한 후에 용기를 냉
각하고 뚜껑을 제거한다. 그리고 노 내부의 반응기 상부
와 응축조 하부를 결합한 후 거꾸로 세워 스펀지 Ti이 들

어 있는 위쪽의 환원조를 재가열 한다. 이때 아래쪽의 응
축조를 냉각시키면서 진공배기하여 Mg과 MgCl2를 제거
한다. 이 방법은 고온상태의 환원용기를 냉각한 후에 재
가열하므로 여분의 에너지 비용이 발생하며, 생산성을 올
릴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결합된 환원조와 응축조
를 대형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옮겨야 하는 등 작업이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현재 한 batch의 크기는 3.5~7.5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4. MgCl2의 전해환원
Kroll법에서는 Ti 1톤을 제조할 때 환원제인 Mg도 약 

1톤이 필요하며, Mg은 식 (6)과 같이 반응 생성물인 MgCl2

가 된다. 이 MgCl2를 전해환원하여 Mg과 염소를 생성시
켜, 각각 환원 및 염화공정에 사용한다. Kroll법에서는 Mg 

전해공정의 전력 소비량이 전체 전력소비량의 70 % 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

MgCl2의 용융염 전해조에는 전극의 연결 및 배치 방식
에 따라 단극형(mono-polar형)과 복극형(bipolar형)이 있
으며, Fig. 10에 각각의 전해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내었다. 

Table 4에는 각각의 조업조건들을 나타내었다24). 단극형 
전해조는 각각의 전극에 모두 전기를 공급해주는 것으로 
양극과 음극으로 이루어진 한 쌍의 전극을 직렬 또는 병렬
로 배치한다. 복극형 전해조는 양쪽 끝에 위치한 양극과 
음극에만 전기를 공급하고, 그 사이에 음극과 양극 역할
을 동시에 수행하는 3~5개 정도의 bipolar전극이 설치되
어 있다. 각 전극에서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Vacuum

Mg+
MgCl2

Ti

TiCl4

Ti+Mg+
MgCl2

H
ea
ti
n
g

C
o
o
li
n
g

[Reduction] [Connection, lifting & turn over]

Condenser
 Retort

Reduction
Retort

[Vacuum separation]

Ti+Mg+
MgCl2

Mg(l)

Ti+MgCl2

Fig. 9. Process flow of reduction and vacuum separation of 

I-type ret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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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de: Mg  salte Mgl (7)

Anode: Cl
 salt Cl


ge (8)

Overall: MgCl

l MglCl


g (9)

이 반응의 이론 분해전압은 750 °C에서 2.51 V이지만, 

전해조에서의 저항 등에 의해 실제 전해조(cell) 전압은 
약 7~9 V가 필요하다.

MgCl2를 약 20 % 함유하는 NaCl-CaCl2계 용융염을 
약 670 °C에서 전해하면, 음극(cathode)에서는 액체 Mg

이, 양극(anode)에서는 염소가스가 생성된다. Li 등을 함
유하는 저밀도 용융염이 아니라면 액체 Mg의 밀도(1.584 

g/cm3, at m.p.)가 용융염보다 작으므로, 전극에서 생성된 
Mg은 전해욕 표면으로 떠 오른다. 또 용융염 중에 소량의 

불화물 이온을 첨가하면 Mg의 응집이 촉진되기도 한다. 

Fig. 10(a)의 단전극 전해조를 이용하여 Mg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동일한 전해조를 직렬로 연
결하거나, 전해 전류를 증대시켜야 하지만 전해에 따른 
발열이 커지므로 에너지 절약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Fig. 10(b)의 bipolar 전해법에서는 양극과 음극 사이
에 bipolar 전극(복극)을 삽입하여 용융염 전해조를 여러 
개의 전해조로 분할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정한 전류 조건
하에서도 전해속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 실제로 Fig. 10(a)

의 단전극 전해조와 비교하면 동일한 전류조건 하에서 생
산성이 약 3배 정도 증가한다. 현재 공업적으로는 70~120 

kA, 조전압 10~11 V의 3극식 bipolar 전해조가 가동 중에 
있으며, OTC에서는 5극식 bipolar 전해조가 가동되고 있
다16). 단전극 전해조의 전력 원단위는 14~18 kWh/kg-Mg 

(a) Single cell electrolysis

+ ++

+

anodecathodeanodecathode

MgCl -based2

Molten salt Molten salt

Bipolar electrode
e-e- +

(b) Bipolar electrolysis

Mg(l)
deposit

Cl (g)2

Cl (g)2

Fig. 10.  Principle of magnesium electrolysis for regenerating magnesium for titanium smelting. (a) conventional magnesium 

electrolysis, (b) using a bipolar electrochemical cell24).

Table 4. Operation Results of monopolar and bipolar electrolysis cell of anhydrous MgCl2 for use in regeneration electrolysis 

of titanium smelting24)

Parameter
Monopolar Bipolar

S Co. S Co. T Co. S Co. T Co. S Co.

Cell capacity (kA) 40 80 100 110 120 110

Cell type Single Single Single 3-Bipolar 3-Bipolar 5-Bipolar

Current (kA) 40 80 95~100 110×3 (70~120)×3 110×5

Voltage (V) 7.3 5.7 4.7~5.2 10.5 10~11 17

Current density (A/cm2) 1.2 0.8 – 0.55 – 0.60

Temperature (°C) 675~685 660~670 680~700 652 665–670 654

Current efficiency (%) 90 93 80~90 75~80 75~80 70~75

Energy efficiency (%) 32 41 40~50 55~59 56~58 53~57

Power consumption (kWh/kg) 17.5 13.9 14 9.8 9~11 10

Productivity (t/day-cell) ~ 140 ~ 290 ~ 350 ~ 1000 ~ 10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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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지만, bipolar 전해조에서는 9~11 kWh/kg-Mg 정
도로 원가절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마그네
슘 생산량 당 소비전력 면에서 bipolar형이 다소 유리하
나, 일반 Mg의 전해제련에서는 Alcan 전해조를 제외하면 
대부분 단전극 전해조를 사용하고 있다25). 

4. 스펀지 Ti의 파쇄와 잉곳 제조

Fig. 11에는 환원 ․분리 공정을 거쳐 제조된 스펀지 Ti

괴를 일정한 크기로 파쇄하여 포장하는 공정을 모식적으
로 나타내었다. 우선 환원조 중의 스펀지 Ti을 압출 프레
스를 이용하여 꺼집어 내어 기요틴(guillotine) 프레스로 
적당한 크기까지 파쇄한다. 특히 기요틴 공정에서 Fe 등의 
불순물이 많은 스펀지 Ti괴의 바닥부분과 측면 부분은 미리 
제거하여 페로타이타늄(Fe-Ti) 제조공정으로 보내기도 한
다. 그 후 전단 파쇄기와 크러셔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입도
까지 분쇄한 후 필요에 따라 혼합하여 포장한다. 일반적인 
스펀지 Ti의 입도는 20 mesh(0.84 mm)~1/2'(12.7 mm) 정
도이다. 그리고 Fe가 10 ppm 이하인 고순도의 스펀지 Ti

은 스펀지 Ti괴의 중심부에만 있으므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23).

Table 5에는 Ti이나 합금을 용해하는 방법을 종합하여 
나타내었다26). 스펀지 Ti이나 Ti 스크랩으로부터 잉곳을 제
조하는 방법에는 VAR(vacuum arc remelting)법과 Electron 

Beam Melting(EBM), Plasma Arc Melting(PAM), Cold 

Crucible Induction Melting(CCIM) 등이 있다. Fig. 12에
는 VAR법을 재구성하여 모식적으로 나타내었다27). 스펀
지 Ti을 프레스로 압축성형하고, 이것을 Ar 분위기 중에
서 용접하여 1차 전극(직경 약 788 mm)을 만든다. 1차 전
극은 진공 아크로(VAR)에서 용해하고, 수냉 구리 도가니 
중에서 응고시켜 2차 전극으로 만든다. 1차 용해에서는 
가스방출이나 불연속 용해에 의해 잉곳 표면에 요철이 생
기기 쉬우며, 응고시에 발생하는 blowhole 등의 내부결함
도 존재한다. 따라서 건전한 잉곳을 얻기 위해 1차 용해 
후의 전극 여러 개를 접합하여 2차 용해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특히 Ti 합금을 만들 때는 배합성분의 균일화나 국
부적 편석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2차 용해가 중요하며, 보
다 균일화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3차 용해를 하기도 한다. 

VAR법은 1~0.1 Pa 정도의 진공도를 유지하면서 용해
하므로 스펀지 Ti 중의 MgCl2, Mg, H2O 등은 완전히 제
거되어 고순도의 Ti을 얻을 수 있다. 또 전극이나 도가니
로부터의 오염이 없으며, 대용량의 용해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만 1차 용해용 소모전극의 제조비용이 높
으며, 소모전극을 만들 때 스크랩 등의 형상이나 배합율
에 제한이 있다. 스크랩 배합비를 높이기 위해 스크랩을 
잘게 파쇄하여 노의 상부에서 소모전극과 구리 도가니 벽 
사이를 통해 직접 아크가 발생하는 부분에 투입하는 기술
도 개발되어 있다.

전자빔 용해법은 탄탈륨(Ta) 등 고융점 금속의 용해에 
사용한 것이지만, Ti 스크랩을 쉽게 용해할 수 있는 수냉 
구리 hearth를 이용하는 대형로(EBCHM, Electron Beam 

Cold Hearth Melting)가 실용화되어 미국의 Timet(EB 

Table 5. Characteristics of titanium melting processes26)

Vacuum Arc Remelting

(VAR)

Electron Beam Melting

(EBM)

Plasma Arc Melting

(PAM)

Cold Crucible Induction 

Melting(CCIM)

Heating method
Vacuum or Ar arc 

surface heating

Electron beam 

bombardment 

surface heating

Plasma arc surface 

heating

Induction internal 

heating

Stirring of metal Medium Slight Slight Violent

Atmosphere (Pa) 0.1~105 10-4~10-1 103~105 10-2~105

Melting & casting method Progressive Progressive Progressive Batch

Mixing & BlendingExtruding Press

Ti
sponge

Guillotine Cutter Shearing Crushing

Packaging

Ti
sponge

Off-grade
sponge scrap

Fig. 11. Crushing and packaging flowchart of Ti spo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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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5 MW, 6 EB gun) 등에서는 20톤의 잉곳도 만들고 
있다26).

5. 종    합

최근에 새로운 Ti 제련기술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상용
화된 기술은 없는 실정이다. 향후의 Ti 제련기술 도입이나 
신제련 기술과 Ti 스크랩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서는 기존의 Kroll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Kroll법에 의한 타이타늄 제련기술에 대해 고
찰하였다. Ti 제련은 우선 루타일이나 저품위의 일메나이
트 광석을 고품위화시킨 UGI(up graded ilmenite)를 유동
층 염화로나 용융염 염화로에서 TiCl4로 염화시킨다. 정
제공정을 거친 TiCl4는 Mg을 이용하여 환원시키고 있으
나, 환원 부산물인 MgCl2와 미반응의 Mg을 제거하는 증류
공정에 따라 역U자형과 I자형이 있다. 작업성이나 에너지 
측면에서는 역U자형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
고 부산물인 MgCl2는 용융염 전해에 의해 Mg과 Cl2(g)로 
재생시켜 각각 환원공정과 염화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MgCl2의 전해공정은 전극배치에 따라 monopolar

형 단극 전해조와 bipolar 전극을 사용하는 복극 전해조가 
있으며,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bipolar형 복극식 전해조
가 유리하다. 환원공정에서 만들어진 스펀지 Ti괴의 바닥
과 측벽부근에는 Fe 등의 불순물 농도가 높아 기요틴 공
정에서 제거하여 규격외 스크랩이 되며, 페로타이타늄 등

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그 외의 스펀지 Ti은 파쇄하여 
압축성형한 후에 용접을 거쳐서 2단계의 VAR을 이용한 
진공용해로 잉곳을 만들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EB

를 사용하여 용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Kroll법에 의한 Ti 

제련공정은 부산물인 MgCl2를 용융염 전해를 통해 환원
제인 Mg과 염화제인 Cl2를 재생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환원조와의 접촉에 의해 규격외의 공정 
스크랩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에 이러한 제련공정에서 발
생하는 스크랩을 리사이클링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기
대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
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과제번호: 10063143). 

References

1. Haynes, W. M., 2014 : Abundance of Elements in the 

Earth’s Crust and in the Sea, CRC 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 97th edition (2014-2015), pp.14-19.

2. Sohn, Ho-Sang and Jung, Jae-Young, 2016 : Current Status 

of Titanium Smelting Technology, J. of Korean Inst. of 

Resources Recycling, 25(4), pp.68-79.

3. Housley, K. L., 2007 : Ch. 1 A New Element, Black Sand 

The History of Titanium, 1st Ed., p. 1, Metal Management 

Aerospace, Inc., Hartford, USA.

4. Ono, Katsutoshi, 2004: Extractive Metallurgy IV-Copper, 

Titanium, Zinc and Aluminum, Materia Japan, 43(9), pp. 

744-751.

5. Hunter, M. A., 1910 : Metallic titanium, J. Am. Chem. 

Soc., 32(3), pp.330-336.

6. Kroll, W., 1940 : Method for manufacturing titanium and 

alloys thereof, US Patent No. 2,205,854.

7. Kroll, W., 1940 : The production of ductile titanium, Trans. 

Electrochem. Soc., 78, pp.35-47.

8. Kroll, W., 1955 : How Commercial Titanium and Zirconium 

were Born, J. of The Franklin Institue, 260(3), pp.169-192.

9. Burlington, S. E., 2004 : Summary of Emerging Titanium 

Cost Reduction Technologies, a study performed for US 

Department of Energy and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Subcontract 4000023694).

10. Joseph Gambogi, 2020 : Titanium mineral concentrates, 

U.S. Geological Survey, Mineral Commodity Summaries 

Titanium
sponge

Compaction Compacts Manufacture of electrode
(welding)

Ingot
(7~8 ton)

Holder

Consumable
electrode

Ti molten
pool
Ti ingot

Cu crucible

(-)(-)

(+)

800 mmϕ 980 mmϕ
×2100mmL

Primary Melting Secondary Melting

Water cooled
crucible

Vacuum

Arc

Welding

Fig. 12. Production process of titanium ingot by consumable 

electrode vacuum arc remelting27).



14 손 호 상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9, No. 4, 2020

2020, pp.176-177.

11. Sohn, Ho-Sang and Jung, Jae-Young, 2016 : Current Status 

of Ilmenite Beneficiation Technology for Production of 

TiO2, J. of Korean Inst. of Resources Recycling, 25(5), 

pp.64-74.

12. Lee, So-Yeong, Park, Sung-Hun, and Sohn, Ho-Sang, 2019 : 

Removal of Iron from Ilmenite Through Selective Chlori-

nation Using Coke and Cl2 Gas, Korean J. Met. Mater., 

57(39), pp.146-153.

13. Liu, Qiongsha, Baker, Phil, and Zhao, Hanyue, 2016 : 

Titanium sponge production technology in China, Proceedings 

of the 13th World Conference on Titanium, pp.177-182, 

Ed. by V. Venkatesh, A. L. Pilchak, J. E. Allison, S. Ankem, 

R. Boyer, J. Christodoulou, H. L. Fraser, M. A. Imam, Y. 

Kosaka, H. J. Rack, A. Chatterjee, and A. Woodfield, 

TMS (The Minerals, Metals & Materials Society).

14. Moriya, Atsuro and Kanai, Akira, 1993 : Titanium Sponge 

Production at Sumitomo Sitix Corporation, Shigen-to-Sozai, 

109(12), pp.1164-1169.

15. Sohn, Ho-Sang, 2019 : Engineering of Resources Recycling, 

p.118, KNU Press, Daegu, Korea.

16. Nakamura, Kotaro, Iida, Takahiro, Nakamura, Nobuo, et 

al., 2017 : Titanium Sponge Production Method by Kroll 

Process at OTC, Materials Transactions, 58(3), pp.319-321

17. Li, Liang, Li, Kaihua, Liu, Dachun, et al., 2018 : Carbo-

chlorination of Low-Grade Titanium Slag to Titanium 

Tetrachloride in Molten Salt, Ed. by B. Davis et al. 

Proceedings of Extraction 2018, The Minerals, Metals & 

Materials Series, pp.753-762.

18. George M. Bedinger, 2016 : Titanium, USGS 2016 Minerals 

Yearbook, p.79.2, USGS.

19. Nanjo, M. and Mimura, K., 1985 : Super Refining of Rare 

Metals(I)- Titanium, from Ore to Sponge Ti, Bulletin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Mineral Dressing and Metallurgy 

41(2), pp.193-219.

20. Crowley, Grant, 2003 : How to Extract Titanium Low- 

Cost, Advanced Materials & Processes, Nov., pp.25-27.

21. Nagesh, Ch. R.V.S., Rao, Ch. Sridhar, Ballal, N.B., et al., 

2004 : Mechanism of Titanium Sponge Formation in the 

Kroll Reduction Reactor, Metall. Mater. Trans. B, 35B, 

pp.65-74.

22. Lee, Jae-Chan, Sohn, Ho-Sang, and Jung, Jae-Young, 

2012 : Effect of TiCl4 Feeding Rate on the Formation of 

Titanium Sponge in the Kroll Process, Korean J. Met. 

Mater., 50(10), pp.745-751.

23. Hyodo, Tsuyoji and Mochzukim Norinao, 2007 : Titanium 

Sponge Production at OSAKA Titanium technologies Co., 

Ltd., J. MMIJ, 123(12), pp.698-703.

24. Takeda, O., Uda, T., and Okabe, T. H., 2014 : Ch. 2.9 Rare 

Earth, Titanium Group Metals, and Reactive Metals Production, 

pp.995-1069, Treatise on Process Metallurgy 3: Industrial 

Processes, Elsevier Ltd.

25. Park, Hyung-kyu, Kim, Chul-Joo, Yoon, Ho-Sung, et al., 

2009 : Preparation of Magnesium by Fused Salt Electrolysis 

Using Mono-Polar Cell, J. of Korean Inst. of Resources 

Recycling, 18(3), pp.62-68.

26. Kusamichi, Tatsuhiko and Mitsui, Noriyuki, 1999 : Progress 

in Titanium Melting Technology, Kobe Steel Engineering 

Reports, 49(3), pp.13-14.

27. Nanjo, M., Mimura, K., and Sata, N. 1986 : Intelligent 

Metallurgy of Rare Metals (I), Titanium Production (II), 

Bulletin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Mineral Dressing and 

Metallurgy, 42(1), pp.183-203.

손 호 상

• 1983년 경북대학교 금속공학과 공학사
• 1985년 경북대학교 대학원 금속공학과 공학석사
• 1993년 Kyoto Univ. 야금학과 공학박사
• 1985~1988년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
• 1993~1994년 ㈜영풍 석포제련소 기술연구소
• 1994~2001년 포스코 기술연구소
• 2001년~현재 경북대학교 금속신소재공학과 교수
• 2013~2015년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 2017~2018년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회장
• 2018년~현재 포스코 석좌교수
• 2019년~현재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