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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타이타늄은 지각 구성원소 중 아홉 번째로 풍부한 원소이며, 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타이타늄 광석으로부터 안료급의

TiO2나 금속 타이타늄 제조를 위한 순수한 TiCl4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일메나이트 중에 함유되어 있는 철 성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합성 루타일과 TiO2를 제조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대부분의 프로세스는 건식야금과 습식

야금을 조합한 것이며, 이러한 프로세스에서는 상당한 량의 철염, 철 산화물 및 폐산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메나이트를 처리

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폐산의 재이용과 철 부산물의 유가 자원화가 중요하다.

주제어 : 일메나이트, 합성루타일, 염화법, 황산법, 이산화타이타늄

Abstract

Titanium and iron are closely related in nature, although titanium is the ninth most abundant element in the Earth’s crust. Iron

in titanium ores must be removed for use as feedstocks in the manufacture of titanium dioxide pigments and pure TiCl4 for metal

titanium. In this study, various beneficiation processes of ilmenite for production of TiO2 have been reviewed and compared.

Most of these processes involve a combination of pyrometallurgy and hydrometallurgy. These beneficiation processes of ilmenite

generate considerable quantities of wastes primarily in the form of iron salt, iron oxide and acidic effluents.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recovery of acid value from waste and conversion of iron bearing waste to useful materials for development of

new beneficiation processes of ilmenite.

Key words : Ilmenite, synthetic rutile, chloride process, sulphate process, titanium dioxide

 

 

1. 서  론

타이타늄과 관련된 공업제품은 안료로서의 TiO2(이산

화 타이타늄)와 금속원료로서의 스펀지 타이타늄이 주

류이지만, 약 93 %는 페인트, 제지, 플라스틱 등의 안

료 및 충진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금속상태로 사용되는

것은 약 7 % 정도에 불과하다.1) 이러한 TiO2의 원료에

는 천연 루타일(금홍석, rutile, TiO2 함유량 95 ~

100 %)과 일메나이트(ilmenite, FeTiO3, TiO2 함유량

40 ~ 65 %)가 있으나, 천연 루타일의 경우 매장량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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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현재는 일메나이트가 타이타늄 관련제품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일메나이트는 영국의 성직자이

면서 초보 광물학자인 윌리엄 그리거(William Gregor)

가 1791년에 냇가에서 자성이 있는 검은 모래(black

sand)를 발견하여 Manaccanite로 명명하면서부터 알려지

게 되었다. 그 후 1795년에 독일의 화학자인 Martin

Heinrich Klaproth가 헝가리에서 루타일을 발견하였으며

, 그 중에 함유되어 있는 금속원소를 타이타늄으로 명

명하게 되었다.2,3)

타이타늄 광석으로부터 안료급의 TiO2를 제조하는 방

법에는 황산법(sulfate process)과 염화법(chloride process)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황산법의 경우 일메나이트 등

과 같이 Fe가 비교적 높게 함유되어 있는 원료를 사용

할 수 있으나, 염화법의 경우에는 천연 루타일이나 합

성 루타일과 같이 비교적 TiO2 농도가 높은 원료를 사

용하고 있다. 그러나 천연 루타일은 매장량이 적고 생

산량도 적기 때문에 대부분 합성 루타일을 염화법의 원

료로 사용하고 있다. 합성 루타일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는 일메나이트를 전기로 등에서 정련하여 선철을 생산

하고 남은 TiO2 농도가 높은 슬래그, 일메나이트 중의

Fe나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산 침출법, 일메나

이트 중의 산화철을 부분환원하거나 완전히 환원한 후

에 물리적 선별이나 화학적 처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선택적 염화에 의해서 Fe만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메나이트로부터 고순도의 TiO2나

TiCl4를 제조하는 새로운 프로세스 개발을 위한 기초연

구로서, 일메나이트 중의 철을 제거하여 합성 루타일을

제조하는 프로세스와 상기한 안료급의 고순도 TiO2를

제조하는 프로세스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TiO2의 특성 및 제조방법 분류

산화타이타늄에는 루타일(rutile), 아나타제(anatase),

블루카이트(brookite)의 3종류의 결정형태가 있지만, 공

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루타일형과 아나타제형이

다. 두 가지 형태 모두 정방정계에 속하지만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루타일형은 아나타제형에 비하여 원자

배열이 치밀하고 물리적 성질도 보다 안정되어 있다.4) 그

리고 두 가지 형태 모두 고온의 진한 황산, 불산, 용융

알칼리염에는 용해하지만 그 이외의 산이나 알칼리, 유

기용매, 물 등에는 용해하지 않고 화학적으로도 매우 안

정한 물질이다.

안료의 물성면으로부터 루타일과 아나타제형을 비교

하면 루타일의 굴절률이 높기 때문에 은폐력이나 착색

력의 관점에서 아나타제 보다 우수하다. 한편 이산화 타

이타늄 고유의 성질인 광 반도체 특성의 면에서는 루타

일형과 아나타제형의 밴드 갭이 각각 3.0 eV와 3.2 eV

이기 때문에 산화환원력은 아나타제형이 보다 강하며,

특히 아나타제형은 미립자를 얻기 쉽기 때문에 광반도

체 특성을 응용한 광촉매용 산화 타이타늄으로서는 아

나타제형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Ti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의 종류와 특징을 Table 1에

나타내었으나5), TiO2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은 천연 루

타일과 일메나이트이다. TiO2를 제조하는 방법은 천연

광석으로부터 직접 고순도의 TiO2를 얻는 방법과, 순도

가 낮은 일메나이트 중의 Fe를 제거하여 합성 루타일

을 만들고, 이것을 고순도 TiO2 제조를 위한 원료로 사

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Fig. 2에는 일메나이

트 중의 Fe를 제거하여 합성 루타일을 만드는 방법과6)

일메나이트나 합성 루타일 등으로부터 안료급의 TiO2를

제조하는 프로세스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일메나이트를 사용하여 합성 루타일을

제조하는 방법은 환원 후에 침출하거나 산화 후에 침출,

그리고 전기로에서 정련하여 TiO2 농도가 높은 슬래그

를 얻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Mitsubish

프로세스와 같이 일메나이트를 산화시킨 후에 선택적 염

화에 의해 Fe를 제거하여 합성 루타일을 만드는 방법 등

이 있으며, 환원 및 자력선별을 한 후에 염산으로 침출

하여 합성 루타일을 제조하는 방법도 보고되어 있다.

안료급의 TiO2를 제조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으로 황

산법과 염화법이 있으며, 각각의 방법에 따라 TiO2 순

도가 다른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황산법에

서 TiO2 순도(혹은 Fe농도)와 무관하게 여러 가지 원료

를 사용하고 있으나, 염화법에서는 비교적 TiO2 순도가

Fig. 1. The rutile and anatase unit cel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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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천연 루타일, 합성 루타일 등을 사용하고 있다. 아

직 공업화되지는 않았으나 일메나이트를 염산에 침출하

고 용매추출을 거쳐서 직접 안료급의 TiO2를 제조하는

프로세스도 보고되어 있다.

3. 합성 루타일 제조 프로세스

3.1. Benilite 프로세스

Benilite 프로세스는 일메나이트를 부분적으로 환원한

후에 염산으로 침출하고 TiO2를 잔사로 분리하여 회수

하는 방법으로 Fig. 3에 공정도를 나타내었다. 로터리

킬른에서 탄소질 환원제를 이용하여 800 ~ 900 oC의 범

위에서 일메나이트 중의 철 성분을 다음 식과 같이 환

원하며, 광석의 종류에 따라 환원제의 량이나 조건을 달

리한다.7,8)

Fe2O3 + C = 2FeO + CO (1)

Table 1. Properties of some minerals of titanium5)

Name

(Formula)

Ilmenite

(FeTiO3)

Rutile, anatase, brookite 

(TiO2)

Perovskite

(CaTiO3)

Titanite

(CaTiSiO5)

%TiO2 52.6 95 58 35~40

Colour black
reddish-brown, red, 

yellowish or black

black, brown,

reddish-brown or yellow

brown, green, grey, 

yellow or black

Hardness 5~6
R:6.0~6.5

A&B: 5.5~6.0
5.5 5.0~5.5

Density 4.5~5.0

R: 4.23 - 5.5

A: 3.82 - 3.97

B: 4.08 - 4.18

4.48~4.26 -

Crystal form hexagonal
R&A: tetragonal

B: orthorhombic

monoclinic

(pseudocubic)
monoclinic

Transparency opaque
opaque or

subtransparent
-

transparent to

opaque

Fig. 2. Different processes for production of synthetic rutile and pigment 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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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된 일메나이트는 냉각한 후에 침출조에 장입하여

약 130 oC에서 18 ~ 20 %의 염산으로 침출하여 다음식

과 같이 FeO를 FeCl2로 제거한다.

FeO + 2HCl = FeCl2 + H2O (2)

침출한 후에 고체(침출된 일메나이트)와 액체(침출 여

액)를 분리하고, 고체는 수세 후에 하소하면 Benilite라

부르는 합성 루타일인 TiO2가 만들어 진다. 침출여액은

염산 재생 공정으로 보내어 부산물로서 다음 식에 의해

Fe2O3와 염산을 얻는다. 

4FeCl2 + 4H2O + O2 = 2Fe2O3 + 8HCl (3)

재생한 염산은 침출공정으로 보내고, 산화철은 다른

용도(제철 원료 등)로 판매한다.

3.2. Ishihara 프로세스

Ishihara 프로세스는 1971년에 일본에서 실용화 된

공법으로, Benilite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일메나이트

를 코크스 등으로 부분 환원하지만, 묽은 폐황산으로 침

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스이며, 초기의 공정

도를 Fig. 4에 나타내었다.9) 우선 일메나이트를 코크스와

함께 로터리 킬른에 장입하고 800 ~ 950 oC에서 식 (1)과

같이 일메나이트 중에 함유되어 있는 Fe2O3를 FeO로

부분환원을 하며, 이 과정에서 CO+CO2의 가스가 발생

한다. 부분 환원된 일메나이트는 재산화를 방지하기 위

하여 서냉을 한 후에 미 반응한 코크스 등을 분리하고,

Fe2O3가 없는 일메나이트를 침출공정으로 보낸다. 침출

공정에서는, 후술하는 황산법으로 고순도 TiO2를 제조

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 황산을 암모니아를 이용하

여 재생한 묽은황산으로 다음 식과 같이 침출한다.

TiO2·FeO + H2SO4 = FeSO4 + TiO2 + H2O (4)

침출액을 여과하여 TiO2가 함유되어 있는 침전물을 얻

고, 이 침전물을 800 oC 이상의 로터리 킬른에서 하소하

여 TiO2가 96 % 이상인 합성 루타일을 제조하고 있다. 

3.3. Becher 프로세스

Becher 프로세스는 호주에서 개발된 일메나이트 처리

공법으로 미국 특허에10) 기초하여 재구성한 공정도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이 방법은 Benilite 프로세스와 마

찬가지로 환원 후에 침출하여 합성 루타일을 얻고 있지

만, 몇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일메나이트를

탄소질 환원제와 함께 로터리 킬른에 장입하여 환원하

지만, Benilite 프로세스 보다 높은 1150 oC 정도에서

다음식과 같이 금속 Fe까지 환원한다.

FeTiO3 + C = Fe + TiO2 + CO (5)

US Steel에서는 일메나이트를 환원하기 전에 대기 분

Fig. 3. Flow sheet of the Benilite process. Fig. 4. Simplified flow sheet of the Ishihara proces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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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로터리 킬른에서 가열하여 식 (6)과 같이 일메

나이트 중의 철을 산화철로 산화시킨 후에 환원하는 것

으로 보고되어 있다.11)

4FeTiO3 + O2  = 2Fe2O3 + TiO2 + 2TiO2 (6)

환원된 일메나이트는 1 % NH4Cl 용액 중에 공기(산

소/오존)를 불어넣어 대부분의 철을 산화시켜 슬라임으

로 만들어 제거한다. 비교적 큰 덩어리의 합성 루타일

중에 잔류하는 철분은 염산이나 황산을 이용하여 제거

하면 92 % 이상의 TiO2를 함유하는 합성 루타일이 얻

어진다.

이 공법은 환경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초기비용

과 운영비용이 적게 들어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금속

철을 산화철로 만드는 공정에 14 ~ 16 시간 정도 소요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4 Murso 프로세스

Murso 프로세스의 공정도를 Fig. 6에 나타내었다.12)

이 프로세스는 염산으로 침출한다는 점에서 Benilite프

로세스와 유사한 공법이지만, 일메나이트를 산화한 후

에 다시 환원하며, 염산침출, 고-액 분리, 염산재생의 5

단계를 걸쳐서 95 % 이상의 TiO2를 함유하는 합성 루

타일을 제조하고 있다. 특히 산화와 환원공정은 원료인

일메나이트가 100 ~ 200 μ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

서 유동화에 적합하기 때문에 Benilite, Ishihara,

Becher 프로세스 등과는 달리 유동층 반응기에서 이루

어진다.

산화공정은 상기한 식 (6)과 같이 일어나며, 일메나이

트의 소결 등을 방지하고 반응속도를 높이기 위해

900 ~ 950 oC에서 이루어진다. 환원반응은 850 ~ 900 oC

정도의 온도에서 환원속도가 높은 수소가스를 이용하지

만, 수소, CO, CO2, H2O의 혼합가스에서도 매우 효과

적으로 환원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

히 이러한 조성의 혼합가스는 나프타나 천연가스 등의

스팀 리포밍에 의해 경제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침출공정은 타이타늄의 손실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압 하의 약 110 oC 근처에서 20 %

HCl을 사용한다. 그리고 상기한 식 (3)과 동일한 반응

에 의해 Fe2O3를 얻고, 염산은 재사용한다.

3.5. Mitsubishi 프로세스

Mitsubishi 프로세스의 공정도를 Fig. 7에 나타내었다.13)

Mitsubishi 프로세스는 Fig. 2와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메나이트를 사전에 950 ~ 1000 oC 정도에서 산

화시킨 후, 선택염화에 의해 일메나이트 중의 철을 제

거하는 프로세스이다. 산화한 일메나이트를 코크스와 함

께 유동 염화로에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철 성분만 우선

적으로 염화/증류하여 제거하며,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Fe2O3·TiO + 3/2C + 3Cl = 2FeCl + TiO2+ 3/2CO  (7)

Fig. 5. Flow sheet of the Becher process. Fig. 6. Flow sheet of the Murso proces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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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철은 산화반응기로 보내어 산소가스를 이용하여

분해하면 염소가스와 산화철이 얻어지고, 염소가스는 유

동염화로에서 재사용한다. 유동 염화로에서 배출된 생

성물은 자력 및 정전기 선별기에서 합성 루타일을 분리

한다. 선별기에서 미 반응한 광석, 코크스 그리고 기타

불순물을 걸러 내며, 장입량 대비 약 10 %가 유동 염

화로에 재 장입되며, 최종 합성 루타일의 순도는 약

95 ~ 97 %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한편 Mitsubishi 프로세스에서는 TiO2를 함유하는 대

부분의 광석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산 처리에 부적합한 원료 및 불순물이 많은 원료

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합성 루타일

입자의 크기 편차가 적으며, 폐산 등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용접봉 코팅재로서 매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유동 염화로에서 TiCl4를 제조하기에

적합하고 안료용 TiO2 제조에도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염화법에 의한 일메나이트 광석의

처리에 대하여 재조명이 이루어져 여러 종류의 염화제

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4-16)

3.6. QIT 프로세스와 DC 플라즈마 프로세스

QIT 프로세스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른 프

로세스와 달리 일메나이트를 전기로에서 정련하여 선철

을 제조하고 남은 슬래그를 TiO2를 제조하기 위한 황

산법의 원료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QIT 프로세스를 큰

틀에서 보면 전기로를 사용한 일메나이트의 건식정련법

이다. 전기로 정련방법은 통전 방법에 따라 AC법과

DC법(또는 플라즈마 아크법)이 있으며, QIT 프로세스

는 AC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Fig. 8에는 AC법과 DC

법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17) 두 가지 방식은 통전 방

식과 부산물인 선철의 처리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타

이타니아 슬래그를 제조하는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련법은 일반적인 건식정련

과 달리 슬래그가 주산물이며, 금속인 선철이 부산물로

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슬래그의 품질은 일메나이

트의 순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한편 건식정련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플럭스는 첨

가하지 않으며, 열역학적으로 1650 ~ 1700 oC 정도의 온

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슬래그를 황산법의 원료로 사용

하기 위해서는 루타일 상을 과도하게 생성시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련과정에서는

아래의 반응식과 같은 탄소 열환원 반응이 병행하여 일

어난다.

FeO + C = Fe + CO (8)

TiO2 + C = Ti2O3 + CO (9)

정련반응의 진행에 따라 슬래그 중의 FeO 농도가 감

소하여 TiO2 농도가 증가하면 정련온도가 상승한다. 따

Fig. 7. Flow sheet of the Mitsubishi process.13)
Fig. 8. Flow sheets of QIT Sorel Slag and Iron operation and

DC Plasma ARC smelting (Namakwa sand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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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일반적으로는 8 ~ 10 %의 FeO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TiO2 농도가 높은 슬래그를 제조하는 경

우에는 Ti가 식(9)와 같이 Ti2O3까지 환원되며, 이것은

황산에 잘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3.7. Austpac 프로세스

Austpac 프로세스는 Austpac Resources N.L.에서 염

화법으로 TiO2 안료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인 고순도의

합성 루타일을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한 공법이다. 기본적

으로는 일메나이트를 배소한 후에 자력선별하는 ERMS

(Enhanced Roasting and Magnetic Separation) 프로세

스와 염산으로 침출한 후에 발생하는 폐산을 재사용하

기 위한 EARS(Enhanced Acid Regeneration) 프로세

스를 결합한 것으로, Fig. 9에 공정도를 나타내었다.18) 

우선 원료인 일메나이트를 희토류 자석으로 선별한

후에, 산화배소 및 환원배소를 한다. 산화배소에서는 일

메나이트 중 철분의 대부분을 3가 철로 산화시키고, 이

어서 환원배소에서는 침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가

철로 환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배소를 하게 되면

TiO2는 불용성으로 된다. 그리고 다시 자력선별을 하게

되면 맥석을 비롯한 대부분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다.

환원-자력선별을 거친 일메나이트를 고온의 염산(약

105 oC)으로 침출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철성분과 나머

지 불순물을 용해하고, 고순도의 TiO2가 잔사로 남게

된다. 침출 반응식은 식 (2)와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eO·TiO2 + 2HCl = TiO2 + FeCl2 + H2O (10)

잔사를 여과/수세/건조를 한 후에 약 800 oC의 유동층

에서 하소를 하며, 이 과정에서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

는 수분이나 염산이 제거된다. 그리고 루타일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고자력에 의한 자력선별을 하여 침출

되지 않은 미량(2 ~ 3 %)의 자성이 있는 맥석을 제거하

여 고순도의 합성 루타일을 얻는다.

폐산을 재생하는 EARS 프로세스에서는 식 (3)과 동

일한 반응에 의해서 약 25 %의 HCl을 재생하여 침출

공정에 사용하며, 철분은 Fe2O3로 회수한다. 이 산화철

은 직접 환원철(DRI, direct reduced iron) 제조의 원

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안료급 TiO2 제조공법

4.1. 황산법 (Sulfate 프로세스 )

안료급의 TiO2를 제조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으로 황

산법과 염화법이 있으며, Fig. 10에는 황산법에 의한

TiO2 제조 공정도를 나타내었다. 황산법은 식 (11)과 같

이 일메나이트나 TiO2 슬래그를 진한 황산으로 용해한

다.

FeTiO3 + 2H2SO4 = TiOSO4 + FeSO4 + 2H2O (11)

용액 중에 철 스크랩을 첨가하여 식(12)와 같은 환원

공정과 결정화 공정을 거쳐서 FeSO4를 제거한다.

Fe2(SO4)3 + Feo = 3FeSO4 (12)

FeSO4 + 7H2O = FeSO4·7H2O (13)

FeSO4를 제거하고 남은 TiOSO4 용액에 시드를 첨가

하여 식 (14)와 같이 가수분해 공정을 거쳐서 TiO(OH)2

를 제조한다. 

TiOSO4 + 2H2O = TiO(OH)2(s) + H2SO4 (14)

Fig. 9. Simplified flow diagram of the Austpac ERMS

proces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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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과하여 건조한 후 식 (15)와 같이 하소반응

을 거쳐서 안료급의 TiO2를 제조한다.

TiO(OH)2(s) = TiO2 + H2O (15)

하소공정의 온도에 따라 루타일과 아나타제형의 TiO2

가 만들어진다.

한편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정 부산물로 FeSO4

와 묽은 황산이 얻어진다. 최근에는 묽은 황산을 농축

하여 재사용하고 있으나, 다량의 부산물이 발생하는 점

에서 환경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방법이다.

4.2. 염화법 (Chloride 프로세스 )

염화법은 황산법과 달리 비교적 TiO2 농도가 높은

루타일, 합성루타일, TiO2 슬래그 등을 원료를 사용하

며, Fig. 11에 기본적인 공정도를 나타내었다. 탄소질

환원제의 존재 하에 약 1100 oC의 유동염화로에서

TiO2를 염화시켜 TiCl4를 제조하여 정제한 후에 고온에

서 산소와 반응시켜 고순도의 TiO2를 제조한다. TiCl4

의 산화과정에서 생성되는 염소가스는 다시 염화공정에

서 사용한다. 기본적인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2TiO2 + 3C + 4Cl2 = 2TiCl4 + Cl2 + 2CO (16)

TiCl4 + O2 = TiO2 + 2Cl (17)

사용하는 원료의 순도에 따라 염화철이 생성되지만

비등점 차이에 의해서 쉽게 제거된다. 원료 중에 들어

있는 Ca, Mg, Cr 등의 불순물도 염화물로 만든 다음

비등점 차이에 의해서 쉽게 제거할 수 있다.

한편 염화법에서는 고체 페기물이 황산법 보다 적게

발생하지만, 원료의 조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TiO2

안료 1 톤 당 고체 페기물은 약 0.1 ~ 0.7 톤이 발생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물에 쉽게 용해되는 염화물

염이 생성되므로 환경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다. 특히 일

메나이트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염화

물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Fe를 제거한 합성

루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염화철 용액을

수처리제로 판매하지만, 그 량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4.3. Altair 프로세스

Altair 프로세스는 1990년대 중반에 미국(BHP Billition)

에서 개발된 것으로 일메나이트로부터 직접 TiO2 안료

를 제조하는 독특한 방법이며, Fig. 12에 공정도를 나

타내었으나,20) 아직 실용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Fig. 10. Flow sheet for the production of TiO2 by sulphate

process.

Fig. 11. Flow sheet for the production of TiO2 by chlorid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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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메나이트의 용해는 60 ~ 85 oC의 진한 염산

(> 400 g/L Cl-)으로 3 ~ 6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일메나

이트 중 TiO2의 약 85 %가 다음식과 같이 용해된다.

FeTiO3 + 4HCl = TiOCl2 + FeCl2 + 2H2O (18)

용액 중에 철분말을 투입하여 환원한 후에 결정화 공

정에서 철 성분을 FeCl2·4H2O로 회수한다. Ti 농도가

높은 여액을 2 단계의 용매추출 공정을 거치면서 잔류하

는 Fe 성분의 대부분을 제거한다. 2 단계의 여액은 약

600 oC의 분무 가수분해 공정에서 순수한 TiO(OH)2가

만들어 지며, 하소공정을 통하여 안료급의 TiO2가 만들

어 진다. 이와 같이 Altair 프로세스에서는 천연 일메나

이트 광석으로부터 직접 안료급의 TiO2가 만들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일메나이트 광석 중의 Fe가 전부 폐기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4. CTL 프로세스

Otto가 나타낸 CTL (Canadian Titanium Limited)

프로세스의 공정도를21) 재구성하여 Fig. 13에 나타내었

다. 이 프로세스는 용매추출을 이용하여 고순도의 TiO2

를 직접 제조한다는 점에서는 Altair 프로세스와 유사하

지만, 많은 차이점이 있다. 염산으로 침출하기 전에 일

메나이트 광석을 75 μm 이하가 80 % 정도가 되도록

분쇄하며, 염산침출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의

침출은 16.5 % HCl을 이용하여 약 70 oC에서 2 시간

동안 진행한다. 첫 단계의 침출에서 발생한 고체상이 포

함된 슬러리를 필터 프레스 한 다음 2 단계의 침출조로

보내어 70 oC의 약 18.4 % HCl과 반응시켜 잔류하는

Fe, Ti, V 등을 침출한다. 각각의 침출과 여과 단계에

서의 여액은 용매추출단계로 보내어 진다.

용매추출의 첫 단계에서 Fe를 유기상으로 제거하고,

농축, 건식 가수분해 등의 공정을 거쳐서 Fe2O3를 제조

하고 염산은 재생한다. Ti를 함유하고 있는 수상은 2단

계의 용매추출 공정으로 보내어 Ti을 유기상으로 보내

어 염산으로 추출한 다음 90 ~ 110 oC 정도에서 열간

가수분해를 하여 TiOCl2를 TiO2·H2O로 제조한다.

TiO2·H2O는 수세한 후에 900 oC의 로터리 킬른에서 건

조 및 하소를 거쳐서 고순도의 TiO2를 제조한다. 3단계

의 용매추출에서는 V 이나 Cr을 회수한다. 

CTL 프로세스는 폐기물 발생량이 적으며, TiO2 농도

가 낮은 일메나이트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

며, 사용한 원료의 100 %를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아직 실용화 되

지는 않았으며,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12. Simplified flow sheet of the Altair process.20)

Fig. 13. Simplified flow sheet of the CT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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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타이타늄 광석의 93 % 이상이 TiO2 제조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TiO2는 루타일이나 일메나이트를 원료

로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특히 일메나이트는 매우 풍부

한 자원이지만, 철분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합성 루타일을 만들고, 이것을 원

료로 하여 고순도의 안료급 TiO2나 금속 Ti을 제조하기

위한 TiCl4 등을 제조하고 있다. 일메나이트로부터 합성

루타일을 만드는 방법은 산화나 환원 또는 산화-환원을

거쳐서 염산, 황산, 염화암모늄 등으로 침출하거나, 선

택염화에 의해 철을 제거하는 등 건식공정과 습식공정

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환원/자력선별 후 염

산 침출하는 방법도 보고되어 있다. 그리고 안료급

TiO2는 일메나이트로부터 직접 고순도의 TiO2를 만드는

방법도 보고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황산법과 염화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합성 루타일을 만드는 프로세스와 안료급

TiO2를 만드는 프로세스에서는 필연적으로 상당한 량의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 프로

세스는 페산의 재활용이나 일메나이트 중의 철을 쉽게

용해하기 위한 공정, 그리고 폐기되는 철분의 유효한 이

용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향후의 합

성 일메나이트나 안료급의 TiO2를 만드는 새로운 프로

세스는 이러한 폐기물을 유가자원으로 만들어 폐기되는

발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공정 또

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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