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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단 유동충 염화로에서 일메나이트황의 선택염화반웅과 이산화티탄의 탄소염화반웅의 염화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빼m빼ng core 모웰과유출률 및 업자파손을고려한수치 모텔을 개발하였다. 입자분포를 고려하여 입자별 물질 수지와 염 
화반응을 반영할수 있는 유동층 염화반응 해석이 가능하다. 유동충 염화로의 실혐값과 비교하여 약6% 오차율의 갱확성 

을 보였다. 입자 크기에 따라서는 업자크기가착을수록 염화도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염화도 l의 값에 도달하는반 
응시간 차이가 약 100 min 정도로 나타날다. 온도의 변화{800 - 1000 'C)에 대한 염화도의 변화는 염화도 0.9에 도달하는 반 
융시간이 약 10min 차이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1단계 선택염화공쟁에서 일메나이트팡의 절량감소율은 180min 정과 시 

에 이론값인 0.4735 값에 근접하고， Fe 생분의 염화도는FeC~ 또는FeCl]로 변환되어 180min 검과 시에는 거의 1의 값올 보 

인다.2단계 탄소염화공정에셔 Ti(h의 염화도는 180min 정과 시 0.98에 근접하고? 칠량분율은 0.02에 도달하여 TiC4로 변 

환되는 것으로나타녔다.1단계 션택염화공정에서 Ti(h는 180 min 청과시에 98%까지 생생되었다가 연속척인 2단계 탄소 

영화공정에서 추가로 90min 정과 시(총 검과 시간 270 min)에 99%11C4로 천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질량감소율도 99% 
이상감소하였다. 

추쳐|어 : 일때나이트광， 션택염화반웅， Shrin뀔ngcore 모웰， 염화도 

A빼뭘훌:t : Numerical model that considered the shrin임ng core model and elutriation 없d degradation of p따ticles was developed 

to predict selcctive chlorination ofi1menite and carbo-ch1orination of11(h in a two stage f1uidized bed chlorination fumace. It 

is possible to analyze the f1uidized bed chlorination reaction to be able to reflect partic1e distribution for mass balances and the 
chlorination reaction. ’The numerical model showed an 없m뼈cy with error less than 6% compared with f1uidized bed 

experiments. The ch1orination degree with particle size change was greater with a sm떠ler particle size, and th앙'e was a 100 
min difference to obtain a chlorination degree of 1 between 75 μm and 275 μm. This was not shown to Sll!생 a great extent 

with variation of temperature (800 ‘ 1000 'C). and there was on1y a 10 min 띠ffi하enceto ob뼈.in a chlorination degree of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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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irst selective chlorination process, the mass reduction rate approached to the theoretical 째lue ofO.473S after 180 min. 
뼈d 해lorination 벼뼈ged 벼e Fe c뼈ponent 피10 FeCh or FeCh 뻐d showed nearly 1. In the sec띠d 않mo-벼lorination 

process, the 해lorination degre얻 of’Ti(h appz빼야edO.98 뼈d the mass fraction reached 0.02 with conversion into TiC4. In the 
first selective φlorination πocess， 98% ofTi(h was produced at 180 min. 뻐d this was 빼an양d into 99% of TiC4 a빠eran 
때dition퍼 90 min. Also the mass r뼈lCtion rate of Ti(h was r빼uced to 99"10 in the second Continu0U8 carbo-c버orination 

pπx:ess. 

뻐뻐야ds: 빠없ite ore, SelC(찌V흥 해1뼈빼빼 뼈g디on， S.뼈빼ngcorem찌el， C비찌nationde맑e 

1.서 롤 

최근의 이산화티탄(n어은 금속재료， 때인트， 환정 촉매 

풍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수요가 정점 늘어나고 있 

다. 자연 루타일핑'(TiQ에의 불순물(Mn， V，ea. 뺑 산화물 풍) 

을 쩨거하여 중간 생산물인 사염화타이타늄{TiC4)으로 변환 

하여 안갱척으로 보관하거나 이통하고 최종척으로 Ti(h로 제 

조한다. 그러나， 루타일팡의 수량이 한쟁척이고 가격이 비싸 

므로， 첼 생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자원이 풍부하고 가격이 저 

렴한 일메나이트(FeTiÜ))팡으로부터 TiC4를 제조하기 시작 

했다. 

일메나이트(FeTiÛ3)팡으로부터 사염화타이타눔πï(4)을 제조 

하는 제조방법 중 유통충 염화 반융공갱(fl띠벼g펴 뼈 뼈빼뼈ion 

reaction proceS8)이 많은 연구자에 의해 재발되어 었고[1 -4]， 

선택염화반웅{selective C버.orina1ion re뼈뼈)과 탄소염화반웅 

(없뻐on Chlorinati血 뼈ction)의 확학반웅 모헬(Chen빼1 뼈etics 

model)에 판한 연구도 많이 진행됐다[5-8]. 

그러나 선택염화반웅과 탄소염화반웅으로 나누어진 2단 유 

동충 염화 반응공갱에 판한 실험척 연구는 많으나 수치척 연 

구에 대한 사례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가장 최근의 연구 중 

에 Niu [9]는 열역학과 화학반융 보탤을 이용하여 Kenya산 루 

타일(rutile:짧에 대해서 TiC4를 쩨조하는 공쟁에 대한 수치쩍 

모댈을 제시하였다. MOJT댐 빼 J없en [1이은 호주산 루타일팡 

에 대해서 coke나 CO률 환원째로 사용하여 α2 가스에 의한 

영화반웅률을 유통충 반웅로에서 수치 모델링과 실험척으로 

연구하였다. 

f혜m 뼈d Ch뼈g [11]에 의해 척철핑'(F~Û3)의 환원 유풍 공 

쟁에 대한 수학 모형화가 제시되었는폐， 2단 트원유풍충(twin 

fluidization bed)에 대해서 유통충 내의 물질 명행과 유출률 

(elutriation rate) 및 업자파손율(de빵da1ion rate)을 고려하여 

첼팡 입자의 유출률과 체류 시간 및 환훤율을 시간별로 예측 

하였다. 

본 논문애서는 없hn 뻐d 대뻐g [11]의 수학쩍 모댈방쟁식 

을 이용하여 업자 크기별 체류 시간과 유출률을 고려하고 입 

자 내부의 shrinking core 모웰을 척용하여 일메나이트로부터 

FeCb와 TiCμ률 생생하는 션택영화반융과 TiOz에서 Tiα4를 

생생하는 탄소염화반웅을 하는 2단 유동충 염화로에 대해서 

반웅온도벌 기존 실험연구의 영화도와 벼교하여 수학척 모행 

화의 쟁확생을 검증한 뒤， 입자 크기별， 온도별， 체류 시간별 

염화도와 절량분율을 예측하였다. 

R 용떠에 TiCI'(9) 1 F2 R2 
F。 ~→ 

FeCI,(s) 

‘“*F* <‘1T끼 FId ‘ih1oa i ‘ ‘ i 

CI,(9) f 
V1 

CI,(9) 

V2 

Rgul톨 1. Schema1ic 피.ustration of 2 stage fluidized bed 
Chlorination reactors. 

2. 수치모멜 

2단 유동충 염화 반용공쟁이 Figure 1에 나타나 었다. 일때 

나이트와 카본 입자가 1단 선택 염화 유동로에 장입되고(Fo) 

하부 분산판을 흥해 염화 가쇠V1)인 와 가스가 입자들을 부 

상시켜 유동충을 형생하면서 철 성분이 먼져 선택염화반웅을 

하여 FeCh(g)와 F떠2(8)로 상부로 배출되고(F2) 일정한 반웅 

시간 이후에는 반융로 내부에서 Ti(h와 FeO가 생성된다. 이 

렇게 생생된 TiOz는 다시 카본과 섞어 2단 탄소 염화 유통로 

로 장입된다(Fl). 이후 같은 방식으로 탄소와 cb에 의해 염화 

반융을 거치면 바딱으로 채(빼)가 배출되고(F3) 상부로 생생 

된 TiC4(g)가 배출된다{(4). 

이러한 2단 유동염화공쟁에 대한 화학만웅식은 다음과 같다. 

(선핵염화반웅) 

Jiènq+ α2+ 0→fεα2(g) + 'I￥q(s) + 00 (1) 

(탄소염화반웅) 

nq+2α2+20→ 1￥a4(g) +200 (2) 

E맴ation (1)은 800 -1000 "c 온도에셔 일메나이트(FeTiÛ3) 

의 철생분은 션택쩍으로 FeCh(g) 포는 FeCh(g)로 염화되어 

배훌되고 Ti02(s)만 남게 되는 션택염화반용융 나타낸다. 

핵뻐tion (2)는 TiOz(잉가 600-900 "c의 온도 범위에서 탄소 

염화랜훌을 통해 최종 TiC뼈)로 배출되는 반웅을 나타낸다. 

2단 유통층 염화 공쟁에 대한 수치 모델은 다음과 같은 가 

쟁올고려한다. 



(1) 일메나이트 및 TiQ, 입자는 연속척으로 공급되며 시스 

댐은 정상{steady) 단열상태이다 

(2) 입자의 파손은 주로 반응로 R，에서 유동화와 염화반응 
시에 발생한다 

(3) 배출 입자의 크기분포는 유동층 내부와 같다 

2.1 물질질량수지(material mass balance) 

Figure 1의 반응로 R，에서 구형 입자에 대한 물질질량명형 

식은 다음 Equation (3)과 같이 쓸 수 있다[12]. 

FoPo(d.) -진껴 (ct，，) - w，K(ct，，)껴 (d.) 

-w，옳[R(ct"댐)[+3환뼈ct，，) =0 (3) 

여기서 F, P, W, K, R은 각각 고체 입자 칠량유링'(F， kg .. '), 

입자분포(P， wt"1o), 유동층 내부 업자 질행W， k잉， 업자의 유 

출률κ， wt<'1o 8.1)과 업자의 수축 또는 팽창흘(R， m .. ')을 의미 

하고， (ct，，)는 특정 업자직정에서의 변수값을 의미한다. 하첨 

자 0, 1, 2는 각각 I단 유동로의 원료 장입구， 중간생생물의 

측면배출구와 B]산업자의 상부 배출구의 위치를 의미한다 

반웅로 R1에서 모든 업자 크기에 대한 칠량의 생성항과 소멸 

항을 모두 고려한 총질량 명형 식은 다음 벼l뼈on (4)로 나타 

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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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1에서 유출 질유행작)과 R2에서의 질유량명형은 각각 

Equation (7)과 (8)과 같다. 

F, (d.l 
적(dR)= %(dR)K(4)= %-FK낸) (7) 

F =F.+F. =F 1-"'-3''''4-'''3 (8) 

여기서， 하첨자 3과 4는 각각 2단 유동로의 생산물 배출구 

와 비산임자 배출구의 위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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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입자 파손(degradation of particles) 

유동층 내부의 입자들은 고온 열화에 의한 균열과 충돌에 

의한 파손 동에 의해 일정한 업정의 감소가 발생 된다. 이러 

한 업정의 감소는 유출률과 반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 

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수치적 모웰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d(d.l 
R(없)=기i-=-k(dR-dRf) (9) 

Equation (9) 식을 척분하면 다음과 같은 Equation (10)과 

같은식이 된다 

d .. ’‘ = dAf e kt (없。 d，，) (10) 

이때， 파손지수 k는 시간대별로 엽정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명균값을 실혐적으로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혐치로 10을 쩍용하였다[14]. 

2.3 입자유출(paπicle elutriation) 

업자직정이 작으면 유통충 반웅로를 벗어나 유출되어 반 

웅 체류 시간이 캄소하게 되고 염화도가 감소하게 되어 반응 

로의 성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유출륨은 Kuni and 

나뼈뺑e [1지에 의해 실험객으로 유출계쉬찌)에 의해 다음 

Equation (11) - (12)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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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는 유동로의 단면적， U，는 유동 명균속도， 씨는 

i 입자의 종말속도를 나타낸다 

2.4 체류시간분포 

주어진 유동충 내 입자 질량(w)과 입자의 질량유량lf)에 

대해서 입정 d"의 평균 체류 시간(t)은 다음과 같이 된다 

t(않)=갇삼..， ~， in R1 (13) 

t (d,,) =뀔 in R2 (14) 

특정 시간 t에서의 입자직정 d .. 별 체류시간 분포는 Kuni 

뻐d 냐ven빼 .• 1 [12]에 의해 다음 벼빼on (1잉와 같이 구해진다 

f까t，d ) = -L-exp ( -L-) 
t(일) _ .. ~， t(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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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염화반응모댈(kinetic model of chlorinaton) 

선택 염화반옹은 염소(Ch)의 분압(Pa)과 일메나이트의 입 

청(d) 및 용도(η어1 영향을 받는 화학반응식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Niu [9]의 실험결과로 유도된 Ti(h의 염화 반응식 

을 수정하여 Equation (16)과 같이 사용하였다. 

10.569 , nan.~ ._naζ야 
싫 = 2.548 exp ( - 펴;''')p않062d;095%던 (16) 

여기서， kA8는 화학반응 속도상수로 kg m2 S.I의 단위를 가 

지고， R은 기체상수마J morl Kη이고， T[K]는 반용온도이며， 

P에는 염소가스의 분압으로 Pa 단위이고， dp는 입자의 직정 

[m]이며， c1 =fR"o은 입자밀도와 초기 반경값의 곱으로 0.125 

값을 적용하였다. 또한， 탄소염화반웅은 coke/ore비가 추가로 

반영된 Morris and ]，없en [10]의 화학반응식을 적용하였다. 

10.820 , n.ao ._n •• , coιe '\.1"1'2’‘ 
싫 = 0.294 exp ( -갱T-) 찌강0.55 (τ뚫)0.376 (17) 

2.6. 수혹핵모델(shrinking core model) 

고체 업자 주변의 고온의 염소가스와 C야e의 반응생성물인 

CO 가스는 입자 표면층(:fi1m 층)에서 고체분자와 반웅을 하 

여 A하l 층을 형성하고 계속 중심부의 미반응 고체분자와 표 

면반응을 진행한다. Equation (1)과 Equation (2)의 염화반응 

을 일반화학 반응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Eq뼈hα1 

(18)과 같이 된다. 

A(g) +bB(s) • cC{g) + dD(s) (18) 

여기서， A(g)는 반응 가스， bB(s)는 b몰의 고체 입자， 

cC(g)는 C몰의 생성 가스이며， dD(s)는 d몰의 생성고체를 

나타낸다. 

Figure 2에서는 &π@→7따→1iC14로 반응이 진행되 

는 과정을 나타내는데， 중간반응물인 1iq가 생성되는 영 역 

에서는 다공성 물질(D)로 변성되어 있어 coke 생성 가스인 

CO나 Cl2 가스(A)가 물질전달의 저항 없이 중심부 미반웅물 

질인 Fe1i~ (B)와 반웅을 하고 반대 방향으로도 생성된 

FeCl3나 FeCl2가스(c)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고체 입자와 주변 기체 간의 화학반웅은 입자 크기의 변화 

가 있는 정우와 없는 정우로 크게 나누는데， 전자는 C뼈 입자 

와 같이 연소반응 시 고체 물질을 생성하지 않고 바로 가스화 

되어 입정이 줄어드는 경우이고， 후자는 일반적인 금속화합 

물질이나 광물의 고온환원이나 염화반응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화학반응 후의 고체생성물이 다공체를 유지한 채 원래 

입자의 직정을 유지하면서 중앙의 미반응고체 표면의 직정만 

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일메나이트의 염 

화반응은 일정한 직정을 유지하면서 반응된 중간 생성물질은 

Ti(h 고체 물질이고 미반응 고체인 일메나이트는 중심부에서 

표면반용을 하면서 직경이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염화반웅이 

Solid 

CBO 

CB 

/ 

Gas 

CAg 

CAf 

CAC 

CA 

CO+CI2 FeCI3 TiCI4 

Flgure 2. Shrin성ng core mode1 description for chlorination of 
llme띠te. 

완료되는 반응에 해당한다. 

고체 입자와 주변의 반응 가스 간의 화학반응과 물질이동 

에 의한 변환 정도에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식은 Equation 

(19)와 같이 유도된다[13]. 

t=쁘잭않+二:.. [1-3(1-X. )2/3 
bcAg l3kAg . 6De 

+2(1-κ)]+윤[1-(1-칙)1/3] f (19) 
“ A8 J 

여기서， t는 시간.， PlJm은 유동층 고체 입자의 밀도， Tp는 입 

자 표면 반지름， CAg는 반응 가스의 농도이고， ζ는 변환율， 

De는 다공체로 형성된 반응생성물 내부의 가스 확산도， kAg와 

kA8는 각각 입자 외부 정계면(film 층)에서의 화학반응윷과 입 

자 내부의 미반옹 고체표면에서의 화학반옹율올 나타낸다. 

고체 입자 외부정계면에서의 화학반응 속도와 중간생성물 

을 통과하는 기체확산속도가 미반응 고체 입자의 화학반응 

속도보다 매우 큰 정우{즉， kAg, De/Tp }> kA8)에는 Equation 

(19)는 Equation (2이과 같은 식으로 단순하게 된다. 

PlJmTp r 1 r, (, V" \1/311 t= r ;m.p 1+-[1-(1-χ)1/3] ~ (20) 
bCA9 l KM l 

PlJmTp 
총변환 소요시간을 T = -.-==-"-라고 하고， 변환율 X.를 반 

bcAgkA8 

응시간 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 Equation (21)과 같이 

된다. 

X. = 1- (1-t/T)3 (21) 

전체 입자들에 대한 명균 변환율 X.는 Equation (15)와 

Eq뻐.tion (20)올 이용하여 시간에 대해 적분올 한 뒤， 다시 입 

정 분포 Pb(dp)를 적용하여 입정에 대해 이중적분을 취하면 

Equation (22)와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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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ure 3. Weight reduction rate of ilm∞ite Carbo-Chlorination. 

1-굿 = ￡[I{1-ζ(dp ' t)} E(t，dp)dt]뮤(dp ) ddp α2) 

= 현[/:O(1-~)3 한-t/Tdt]Pb (dp) ddp 

.1 .. F, (d~) 
= 설[1-3힘 +6앓 6펴 (1_e-l/lli)]~쉰 

여기서， μ = t(dp)lr(dp) 이고， n은 입자크기 군의 개수이 

며， r(dpJ는 dp,‘ 입자의 총변환 소요시간올 나타낸다. 

3. 결과및고찰 

3.1. 실험값과비교 

Fi양re3에는 일메나이트의 카본 염화반옹 실혐치와 본 수 

치 모형화 결과값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여준다. 실험치는 본 

연구과제의 참여기관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의 유동충 

과 경북대의 고정충 반옹로에서 800 -1000 'c에서 실험한 결 

과이고， 실선은 본 연구의 계산값을 나타낸다. 

RIST의 실험조건은 유통층 반응로에서 뻐enite : coke = 

1:3.5 몰비， llmenite wt. = 27 g, Ch flow rate = 800 mL min-1이 
고， 경북대의 실험초건은 고정충 반웅로에서 Ch: CO = 1:1 

몰비， llmenite wt = 10 g, Ch flow rate = 5 cm3 s-l o1 다. 입자의 

크기분포는 50- 300 μm 사이의 5개 구간 명균 질량분포가 

각각 10, 25, 30, 25, 10~이다. 

유통충 실험값은 800 'c 조건에서 반응시간이 각각 30, 60, 

90, 180 min일 때의 값이고， 60 min일 때 값이 26~로 나타나 

실험 오차일 가능생이 있으며， 1000 'c에서는 60 m.in일 때 

42_2~의 질량감소율을 나타낸다. 고정충 실험값은 800 'c에 

서 20, 30, 40, 60 m.in일 때의 값이고， 900 'c에서는 10, 20, 

40, 60 m.in일 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계산값은 800, 900, 1000 'c에서 유통층 실험값과 매우 잘 

일치함을 보이며， 특히 180 min에서 최대 이론 질량감소율 

0.4735에 근접한 값을 보인다.30 min에서 120 min 사이 경과 

시간대에서 800 'c와 1000 'c 온도 간에 같은 질량감소율을 

얻는 데는 약 5 뼈n에서 15 min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실 

험치와 계산치의 오차는 Tabl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60 m.in 

일때나이트광의 유통충 염화반웅에 대한수치적 예측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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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gure4. CI피orination degree vs. time with particle size variation. 

Table 1. Comparison of weight reduction rate in experiment and 
ca1cu1ation for Dm없ite carbon-Chlorination fl띠며zed 

bed reaction 

temperature 800 'c 1000 'c 

미ne (뼈n) 30 60 90 180 60 

experíment 24~ 26~ 40.7~ 50~ 42.2~ 

ca1cu1ation 23~ 36~ 43~ 47~ 39.3~ 

eπor 4.9~ 39.7~ 6.4~ 5.3~ 7.0~ 

일 때 실험 오차로 보이는 값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약 6~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공정예측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3.2. 입자크기별 엄화도 

Figure 4는 800 'c의 반웅온도에서 입자의 크기별로 일메 

나이트의 염화도를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입자 크 

기가 75 μm일 때 약 50 뼈n 경과 시간에 염화도 값이 1에 

가까이 나타나고， 275 μm인 경우는 약 170 뼈n 경과 시간에 

l에 가까운 값을 보여， 입자가 작을수록 염화도가 더 높게 나 

타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자가 작을수록 유 

통층의 유출률도 더 높아지고 입자파손 등으로 입자 크기가 

작아지므로 적절한 입자 크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입자파 

손과 입자 유동성을 고려한 후속 실험에서 더 자세한 연구를 

할 계획이다. 

3.3. 온도별 염화도와 질량분율 

일메나이트의 선택염화반응과 루타일의 탄소염화반응의 

적절 온도는 많은 연구가에 의해 800 -1000 'c의 범위에 있 

다고 할려져 있다[15， 16]. 본 연구에서도 이 범위에서 온도별 

염화도와 질량분율의 변화룰 수치로 모사하였다. 

Figure 5는 일메나이트의 선택염화반웅에서 온도가 800, 

900, 1000 'c일 때의 염화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옹도와 무관하게 160 m.in 경과 시간에 염화도는 거의 

I에 가까운 값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온도의 변화에 따른 

염화도의 차이는 60 min 청과 시간에 가장 큰 차이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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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FeO 뼈.d TiÛ2 mass fraction VS. time with temperature 
variation. 

염화도 0.9에 도달하는 시간도 약 10 min 정도의 차이만 보일 

뿐 전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활성 에 

너지값이 작아서 온도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 

로판단한다. 

Fi맑re6은 일메나이트의 염화반응에서 중간쟁성물인 TiÛ2 

와 FeO의 질량분율의 온도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초기 일 

메나이트의 FeTi03에서 Ti02와 FeO의 질량분율은 각각 

0.526과 0.474이고 120 min 청과 시에 FeO는 FeCh 또는 

FeCh로 모두 염화되어 배출되고 Ti02만 남게 되는 것올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온도별 질량분율의 차이는 60 min 경과 

시간에 최대로 약 0.05로 나타나 천체 반웅시간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냐타난다. 

3.4. 공정단계벌 염화도 및 질량감소율 

Figure 7은 1단계 유통염화로에서 일메나이트의 선택염화 

반웅 시에 중칸생성물인 TiÛ2와 FeO의 질량분율과 염화도 

및 질량감소율의 시간별 추세 그래프를 나타낸다. 계산조건 

은 ßmenite : coke = 1:3.5 몰벼， nm빼ite wt. = 27 g, α2 f10w 

rate = 800 빠 min-I이고， 반웅온도는 800 t이며， 입자직경 

분포는 75 -275 Jlm 사이의 Rosin-Ramler 분포를 가청하였다. 

Ti02와 FeO의 질량분율은 각각 초기값에서 중가하여 1로 

접끈하거나 0으로 접끈하고 있으며 질량갑소율은 180 min 청 

과 시에 이론값인 0.4735 값에 근접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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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Weight re.duction 뻐.dm잃s fraction ofTiÛ2 and FeO 피 
thel‘ stage 파nenite selective chlorination at 80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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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gure 8. Chlorination degree and mass fraction ofTi02 in the 2뼈 
와age rutile carbo-Chlorination at 1000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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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Weight reduction 뻐d mass fraction ofTiÛ2 and FeO in 
the 1‘ and 2nd stage ilmenite chlorination. 

Fe 생분의 염화도는 선댁염화반응을 통해 F뼈2 또는 FeCh로 

변환되어 180 min 정과 시에는 거의 1의 값을 보인다. 

Figure 8은 2단계 탄소염화로에서 TiÛ2 생분이 염화반응을 

하면서 염화도와 질량분율의 변화를 시간별로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이다. 계산조건은 Rutile : coke = 1:4 몰벼， Rutile wt. 

= 27 g, Ch f10w rate = 800 mL min-I , particle size 25 - 90 μm 

이고， 반응온도는 1000 'c이다. 

TiÛ2의 염화도는 180 min 경과 시 0.98에 근접하고， 질량분 

율은 0.02에 도달하여 TiC4로 변환되는 것으로 냐타났다. 

Figure 9는 1 - 2단 연속 염화반응 단계에서 Ti02와 FeO의 

질량분율과 염화도를 나타내고 었다. 계산조건은 위와 같으 



나 2단계 루타일σ'iü，)의 초기 질량은 1단계의 일메나이트 영 

화반응으로 쟁성된 양인 12.25 g으로 설정한다. 

1단계 선택염화공쟁에서 TiOz는 180 min 정과 시에 98%까 

지 쟁생되었다가 2단계 탄소염화공정에서 추가로 90 min 정 

과 시(총 정과 시간 270 min)에 99% TiC4로 전환되어 없어지 

는 것으로 냐타난다- 질량감소율도 같은 시간대에 99%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결론 

2단 유통충염화로에서 일매나이트(FeTiOz)광의 선택염화 

반응과 정련된 루타일(TiO，)의 탄소염화반응을 수치로 모사 

하는 수학 모형을 개발하고 실험값과 비교하여 6% 이내의 

오차율을 보이는 정확생을 확인하였다 

일메나이트 선택염화반웅에서 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염 

화도가 더 높게 나타냥으며 염화도 1의 값에 도달하는 반웅 

시간 차이가 약 100 때n 정도로 나타낮다 

온도의 변화{800， 900, 1000 'C)에 대한 염화도의 변화는 

염화도 0.9에 도달하는 반응시간이 약 10 며n 갱도로 나타나 

서 전체 공정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온도별 질량분율의 차이도 60 min 정과 시간에 최대로 약 0.05 

로 나타나 천체 반응시간 동안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단계 선택염화공정에서 일메나이트팡의 질량감소율은 180 

min 정과 시에 이론값인 0.4735 값에 근접하고， Fe 성분의 염 

화도는 FeCl, 또는 FeCl，로 변환되어 180 min 정과 시에는 

거의 1의 값을보인다 

2단계 탄소염화공쟁에서 TiOz의 염화도는 1801피n 정과 시 

0.98에 근정하고， 질량분율은 0.02에 도달하여 TiC4로 변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선택영화공갱에서 TiOz는 180 min 정과 시에 98%까 

지 생성되었다가 연속적으로 2단계 탄소염화공정으로 넘어 

온 TiOz는 추가로 90 min 정과 시(총 경과 시간 270 min)에 

99% TiC4로 전환되어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질량감소 

율도 같은 시간대에 99%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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