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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릭스 리파이닝은 업계 리더로써 성장과 도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 걸어온 메탈릭스 리파이닝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귀금속 리싸이클링 전문가 집단인 저희 메탈릭스
구성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희 구성원들은 풍부한 지식,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진취성 그리고 진정한 열정을
전체 조직에 불어 넣고 있습니다.
저희 메탈릭스는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업계 모범 사례를
구축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저희 메탈릭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메탈릭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고객
여러분들께 최고의 리싸이클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리아 피아스트레 / Maria Piastre
메탈릭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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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릭스 리파이닝은 귀금속
리싸이클링 전문 기업입니다.
1968년 미국에서 설립되었으며,
영국과 한국에 각각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메탈릭스 리파이닝은 미국 뉴저지 본사를
중심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두 곳에 귀금속
리싸이클링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맥스턴
소재 설비는 자동차 촉매 처리에 특화되어
있으며, 그린빌 설비에서는 자동차 촉매 외
모든 스크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메탈릭스 리파이닝의 유럽 법인은 영국
로더햄, 아시아 법인은 대한민국 인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로케이션을
기반으로, 전 세계 고객에게, 귀금속(금, 은,
백금, 팔라듐, 로듐 등) 리싸이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산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는 생산 공정 클리닝 및 관련 귀금속
리싸이클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68

4/5

Metallix.com

안전

메탈릭스 리파이닝은 철저한
출입 통제를 통해, 사업장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보안 시스템은 임직원
및 설비, 무엇보다 고객 자산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METAL FREE POLICY.
메탈릭스 리파이닝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인 귀금속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출입구에 엑스레이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개인별 ID 카드를 소지해야만
사업장에 출입이 가능하며, 방문객은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임직원 및 방문객은 사업장 출입시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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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릭스 리파이닝은 최신 기술과 설비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귀금속 분석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XRF와
ICP 분석 장비를 가동하고 있으며, Fire
Assay, Chemical Analysis 등 다양한
분석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석

D

메탈릭스 리파이닝은 최첨단 귀금속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2
평방미터 규모의 분석실에는, 고객에게
정확한 분석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최신 장비와 분석 기법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메탈릭스 리파이닝의 R&D 팀은
다양한 이력을 가진 글로벌 인재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들은 중심으로,
최첨단 귀금속 분석 기술과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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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3

Thermal Reduction (소성)

독점 설비인APR3를 통해, 가연성
스크랩으로부터 수분 및 유기물을 제거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합니다. 본 설비는, 인위적인
산소 고갈 상태에서, 원적외선을 통해 스크랩을
소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소성 과정 중
분진 발생을 억제하여, 귀금속 소실 및 처리
배치간 교차 오염(Cross Contamination) 을
최소화합니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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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싸이클링 서비스
제공 산업 분야

메탈릭스 공정 소개

메탈릭스 리파이닝은 다양한 성상의 귀금속 스크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설비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MELT(용융)

메탈릭스 리파이닝의 용융로는 단 몇
온스에서 최대 1톤까지 융통성있게
처리할 수 있으며, 스크랩의 종류나
양, 함유 귀금속 종류에 관계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파운드의 용량 범위에
있습니다.

메탈릭스 리파이닝은 앞선 기술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객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귀금속 리싸이클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HERMAL REDUCTION (소성)

메탈릭스 리파이닝이 보유한APR3
는 업계 유일의 소성 설비이며, 고가의
가연성 스크랩 처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메탈릭스는 아래 산업 분야에 귀금속
리싸이클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촉매
쥬얼리
의료 장비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제약/스페셜티 케미컬
도금
질산 제조

우리가 구매하는 귀금속

WET CHEMICAL(습식 공정)

습식 공정에서는 전기 분해, 용해,
분리, 침전 기법 등을 활용해 귀금속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LAB(분석)

ICP, XRF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대표 샘플로부터 귀금속 종류 및 함량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 은, 백금, 팔라듐,
로듐 등을 포함해 대다수 귀금속 타입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MECHANICAL REDUCTION
(기계적 처리)
볼밀(ball mill), 스크린 및 블랜더
(blender) 등을 사용해, 귀금속
스크랩을 일정한 입자 크기로
미분하고, 균질화합니다.

Metallix 팀은 귀금속을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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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회수

질산 제조 공정 클리닝 및 관련 귀금속
리싸이클링

암모니아 산화 반응 중, 백금족 귀금속은 촉매로부터
이탈하게 됩니다. 이탈된 귀금속은 산화 귀금속
형태로, 열교환기를 따라 점차 후속 공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들은 내부
표면에 침착하게 되고, 이는 제조 설비의 열 효율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기산화층이 냉각되면 미립자가 됩니다. 이 물질들은
귀금속 함량이 높으며, 주로 열교환기나 저장고에
축적 됩니다.
공정 클리닝을 통한 귀금속 회수는 자원과 환경을
보전하고, 고객에게 가치를 선사합니다.

프로젝트 메니지멘트
기술 평가

프로젝트 제안

귀금속 처리 설비

공정 클리닝 전문가

글로벌 로지스틱스 및 수출입 관계
법령 준수
매입 혹은 실물 귀금속 반환 관리
프로젝트 완료

Rh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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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ic Acid Producers

로지스틱스 & 수출입 관계 법령 준수

메탈릭스 리파이닝은 미국, 영국 및 한국에 각각 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로지스틱스
규범에 부합하는 물류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탈릭스 리파이닝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메탈릭스의 복합 물류 운영
시스템은 고객의 필요에 맞게 맞춤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고객의 스크랩이 일정 지체 없이 공정에 투입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메탈릭스 리파이닝은 질산 공정 클리닝 및
관련 귀금속 회수, 귀금속 촉매 리싸이클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학 세정(침식 없음)

파괴 회수 방식

고압세척

저장 탱크 클리닝

메탈릭스는 업계 표준의 화학 세정 방식을 통해,
공정내 침착된 산화 귀금속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설비를 침식시키지 않으면서, 귀금속
포집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메탈릭스는 화학 세정 관련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고압세척 방식은 공정 내부 표면에 침착된 산화
귀금속을 강력한 수압으로 분리해내는 방식입니다.
화학 성분 투입이 없이, 귀금속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파괴 회수 방식은 수명이 다하여 교체된 설비에
적용됩니다. 최종적으로, 귀금속 및 기타 고철류의
가치를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파괴 회수는
메탈릭스 리파이닝이 직접 운영하는 노스캐롤라이나
그린빌 소재 전용 설비에서 진행됩니다. 이 설비는
메탈릭스 리파이닝의 안전 및 보안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저장 용량이 제한적이고, 질산 출하가 빈번한 경우,
질산 저장 탱크 클리닝은 정기 유지 보수 계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산 저장 탱크에는
고농축 귀금속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귀금속이 제품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금속 베어링 자재의
프로세서 및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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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집단

저희 메탈릭스 클리닝 팀은 축적된 업적을
바탕으로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클리닝팀은 업계 전반의 발전을 위해 항상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난제 해결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닝 팀은, 플랜트 클리닝, 현장 서비스 및
귀금속 회수 관련 탁월함으로, 많은 고객사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클리닝팀 리더는 풍부한
업계 경력을 가진 팀을 이끌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메탈릭스의 글로벌 물류팀과 귀금속 메니지먼트
팀은 순조로운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클리닝 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및 외부 서비스
화학 세정
고압 세정

저장 탱크 클리닝
파괴 회수

가동 중단 공장 및 설비 인수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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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lix Refining Europe Ltd.
New Jersey Headquarters
Maxton Processing Facility
Metallix Refining Inc.
17182 Airport Road
Maxton, NC 28364
USA

Metallix Refining Inc.
59 Avenue at the Common,
Suite 201,
Shrewsbury, NJ 07702
USA
Precious Metals Refinery
Metallix Refining Inc.
251 Industrial Blvd.
Greenville, NC 27834
USA

인가

9001:2015

14001:2015

sales@metallix.com

The Old Builders Yard,
Wentworth Village,
Rotherham, S62 7SB
UK

Metallix Refining Asia Ltd.
69 Nonhyeongojan-ro, 54 beon-gil,
Namdong-gu, Incheon 21682
Republic of Korea

귀하께서�통제하고�있습니다.
당사의�성능에�만족하지�않으시다면�언제든
귀하의�자재를�반송할�것입니다.
다음�연락처로�파트너쉽을�시작하십시오.
sales@metallix.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