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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실적 계획서 

(국문) 국내 점토원료광물의 자원화연구 
과제명 

(영문) Industrialization of domestic clay minera1 resources 

주관연구 소속 광상연구부 

기관 
한국자원연구소 총괄연구책임자 

성명 박 석 환 

참여기업 

1997 351，없8，000원 연구기간 1997 - 1999 (3년) 

당해연도 연 1998 330，000，000원 연구년차 1 년차 
구개발비 1999 

총참여연구원수(명) 11 명 

국내점토원료광물의 자원화연구는 1)합성카오리나이트기술개발 2)화강암풍화물 

자원화 3) 점토질암의 산업소재 자원화등의 3개 소과재로 구성되어 있다. 

1.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1) 합성 카오리나이트 기술개발 

가. 당해역도 연구개방 목표 

- 판상 카올리나이트 합성기술개발을 위한 성장조건확립 

- 회 전식 autoclave 설 계 제 작 

나- 펴가의 착아적 

판상 인공카올리나이트 합성기술개발을 위한 성장조건올 확립하기위해 pH, 

온도， 압력， 농도 둥의 변화에 따른 카올리나이트의 형성 및 전이 量

(SEM 사진 및 x-ray 차트로 확인) 

2) 화강암 풍화물 자원화 
가. 탕해연도 연구개밤 목표 

경기도， 충북 일대에 분포하는 화강암체에 함유된 화강암 풍화물의 산업화를 위하여 

@ 화강암체에 대한 지질 및 암석학적 특성규명 및 풍화대 분포면적 확인 . 

@ 화강암풍화물내에 함유된 고령토 및 세골재의 함유비 확인. 

@ 고령토의 광물 조성 규명 및 세골재(모래) 활용 가능성 검토. 

나. 펴가의 착얀적 

@ 화강암에 대한 지질광상 조사 및 풍화면적 확인. 

@ 화강암 풍화물에 함유된 고령토， 세골재의 함유비를 알기위한 입도분리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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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토를 구성하고 있는 광물규명올 위한 x-선 회절분석 실시. 

@ 고령토 및 세골재의 활용가능성 여부를 알기 위한 기기분석 실시. 

@ 상기 항을 종합하여 활용여부 검토. 

3) 점토철암의 산업소재 자원화 

가. 당해연구 연구개발 목표 

@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점토질암의 부존상태 확인 

@ 점토질암의 광물조성， 물성 및 화학특성 규명 

나. 평가의 착아점 

CD 점토질암의 부존특성 규명 

@ 점토질암의 광물조성， 물성 및 화학특성 확인 

2.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1) 합생 카오리나이트 기술개발 

가 연구개밤 목표의 담성도 

- 인공 카올리나이트의 성장조건확립 80 % 

- 회전식 autoclave 설계제작(제 1차) : 100 % 

나. 삿기 펙가의 착아적에 따류 목표의 담섯도에 대하 자체펴가 

인공 카올리나이트의 성장조건확립 80 % 

<자체평가> 

본 연구에서는 판상 카올리나이트 합성기술개발을 위한 성장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예비실 

험으로서 고순도급 시약을 사용하여 pH, 온도， 압력， 농도 등의 변화에 따른 카오리나이트 

의 형태변화 및 전이 퍼을 SEM 사진 및 x-ray 차트로 확인하였다. 

- 회전식 autoclave 설계제작(제 1차: 100 % 

<자체평가> 

회전식 autoclave를 성공적으로 자체제작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2) 화강암 풍화물 자원화 
가. 역구 개밤 목표의 담섯도 

CD 충북 및 경기지역에 분포하는 화강암체는 지질 및 암석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진천화강 
암체， 충주화강암체， 청주화강암체， 보은화강암체， 옥천화강암체 및 여주-이천화강암체로 세 

분 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들 각각의 화강암체에 대한 풍화대 분포지역확인 및 고령토 대 세골재 함유비율 확인. 

전체적으로 약 20% 내외의 고령토함유비를 가진다. 

@X선 회절분석 결과 고령토 광물조성은 고령토 광물인 카오린 및 불순광물인 석영，장석， 

운모로 구성되어 있다. 

@ 고령토의 활용성 검토에서 철분함량은 3% 내외로 비교적 높은편이나 현상태로 내화벽 

돌용， 타일용 및 저급도자기 원료로 사용가능하며 철분을 제거할 경우 고급도자기， 충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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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둥으로 사용 가능하다. 부산물로 산출되는 세골재는 건축자재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나. 삿기펴가의 착안점에 따류 목표담석도에 대하 자체펴가 

@ 확인된 화강암풍화대는 진천군 이월면， 음성군 금왕읍， 맹동면， 충주시 신니면， 청원군 

북이면， 보은군 삼숭면， 옥천군 옥천읍， 여주군 대신면 및 여주군 홍천면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cz) 46개 대표시료를 선정하여 건식입도분리결과 고령토는 10% 내외 회수되었고， 습식업도 

분리결과 20% 내외가 회수되었다. 고령토 실제 회수율은 습식입도 분리 결과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X선 회절분석결과 알려진 고령토 광물은 카오리나이트， 할로이사이트 등으로 구성 된다. 

@ 충북， 경기지역 화강암풍화대에서 채취한 풍화물시료 28개， 이를 입도분리한 시료 49개 

동 77개 시료에 대한 완전분석 결과와 40개 시료에 대한 내화도(S . K)분석 결과를 종합 검 
토하면 활용가능한 고령토의 부존이 확인 되었음. 

@ 풍화대에서 채취한 풍화물내에서 고령토 및 세골재(모래)함량 확인， 특히 20% 정도의 

함유비를 차지하는 고령토는 도자기， 내화물， 타일， 적벽돌， 황토방동의 원료로 사용가능함. 

부산물로 산출되는 세골재도 건축자재용 모래로 활용 가능. 

3) 점토질암의 산업소재 자원화 

가- 연구개방 목표의 담섯도 

- 점토질암의 부존특성 규명 (90%) 

- 점 토질 암의 물성 및 화학특성 (90%) 

나. 삿기 팩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 담섯도에 대하 자체팩가 

- 전남 화순군 남면일대의 점토질암 부존상태 규명 

시 료 3 개 

각 시 

- 화순지역 천운광산에서 산출되는 점토질암 시료 6개， 동복광산 

그리고 벽송광산 시료 2개에 대한 pH , 비중， 점도， 내화도 그리고 

료에 대한 주성분광물함유 특성을 규명하였음， 

- 점토질암 6개 시료에 대해 시차열 및 열중량분석을 실시하였음. 

방법 3. 연구수행 

1) 합생 카오리나이트 기술개발 

가. 연구의 의의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high tech. ceramics 분야의 신소재 개발에 있어서， 자기테이프의 부 

재료， IC기판 동의 기능성 재료나 의약품， 제지， 화장품 고무공업등의 주요 원료로서의 고순도 

점토 광물의 효용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세계적으로 그 매장량은 점점 고갈되고 있다. 따 

라서 일본 둥에서는 유수의 국가 연구기관과 민간기업들이 관련 연구 수행조합을 결성하고， 

수년 전부터 그 인공점토 연구 수행조합을 통해， silica와 alumina를 주원료로 한 인공 

카올리나이트의 수열합성 기술개발과， 장석등과 같은 다른 광물로부터 수열처리를 통한 카 

올리나이트 합성에도 착수， 비록 현재는 경제성 제고가 곤란하나 실용화 단계로의 유도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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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그와 관련된 기초 및 웅용연구의 확대를 통 

한 자원 유효 이용기술 개발 및 기초 소재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투자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카올리나이트는 kaolin 그룹 내에 속하는 광물로서 카올리나이트와 함께 그룹올 이루는 광 

물로는 dickite, nacrite, anauxite, halloysite, meta-halloysite, allophane 둥이 있다. 이 그룹의 

기본적인 화학식은 A12Si205(OH)4이고， anauxite는 기본 화학식보다 높은 Si/Al ratio를 보이 

고， halloysite는 각층 사이에 물분자가 존재하는 형태이다. 또한 allophane은 카올리나이트 성 

분올 가지는 비정질 광물이다. kaolin 그룹들은 대체적으로 팔면체와 사면체가 겹쳐서 이루 

어진 이팔면체 구조를 보인다. 이 그룹들은 광학적으로는 거의 인지되지 않고， 전자 현미경을 

통해 관찰해 보면， 카올리나이트， dickite, nacrite, anauxite 동은 작은 육각 판상의 모습을 보 

이고， halloysite는 평판의 형상올， meta- halloysite는 펼쳐진 관 모양을 하고있다. kaolin 그룹 

의 경도는 약 2-3정도， 비중은 2.5-2.7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카올리나이트의 제조기술올 개발하여 실용화를 시도하기 위해 우선 1 차 년 

도에는 자체 기술로 합성장비를 제작， 실험을 통해 카올리나이트의 생성조건과 생성물의 특성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FUANACE 

AOCKEA 

灣[감훤단렐 되
 냄 」

CONTAOLLER 

Fig. 1. Schematic Diagram of Hydrothermal Apparatus. 

나. 합섯작비 

압력용기 (autoclave)는 자체 설계 제작된 500ml 회전식 (60도) 장치이며 분말상태의 출발물 

질과 수용액올 회전식 압력용기에 넣어 가열함으로써 수열반웅올 통해 결정질 원료의 반응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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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시킬 수 있었다. 용기의 내부에는 반웅에 의한 부식과 불순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테 

프론을 부착하였다. 이러한 실험장치는 크게 반웅 용기부(Autoclave & Fumace) , Heat 

controller부와 교반(Rocker)부의 세부분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Fig. 1). 반웅용기는 열전대 

(thermocouple) , safety valve, 양력계 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metal seal에 의해 

용기와 덮개 간의 연결을 하고 있는데， metal seal에 carbon tape를 붙여서 leak를 방지했다 

(Fig. 2). 

반응용기 (Autoclave)외부와 인접한 곳에 열전대를 설치하고 그것을 통해 온도를 제어했다. 

3회정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이는 약 60'C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반 

웅의 온도를 예측하기 위해 압력계에 나타나는 포화수증기압을 통해서 내부의 용적을 알기 때 

문에， 간접적으로 용기내부의 온도를 예상할 수 있다. 반웅온도의 결정은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를 측정한 결과 얻은 60 'c 를 감안하여 외부 온도계로 제어했다. 실험은 출발물질과 더 

불어 alumina ball을 넣은 후 모터를 사용하여 좌우 약 45 。 씩 교반하였는데 이는 입자성장 

을 막아서 미립의 분말을 형성시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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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agram of autoclave used in Experiments. 

합성 연구에서 사용된 출발물질들은 SiOAgel type)와 Alz03를 사용했 

H20가 반웅에 직접 참여하게 되므로 반웅식은 다음과 같다. 

C 
J 

다. 충밤뭉짐 

과거의 카올리나이트 

으며 출발물질 이외에 



2Si02 + Al2 0 3 + 2H2 0 • Al2 Si2 0 5 (0Jf) 4 (식 2.1)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출발물질과는 다르게 amorphous silica(Art. 7733 Kieselgel 60 made 

by MERCK; gel type)와 AHOHh를 사용했으며 이 출발물질을 통한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2Si02 + 2AI( 0Jf) 3 • Al2Si2 0 5 (0Jf) 4 + H2 0 (식 2.2) 

식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올리나이트(A12Si205(OH)4)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Si02 

Al(OH)3 = 1:1 의 몰 비를 가지는 mixture를 만들어야함올 알 수 있다. 1:1의 mole비로 혼합된 

mixture를 몰타르에서 2분 정도 그라인딩 (grinding) 한 후 반웅용기에 넣어 열수반웅을 시작했 

다. 

2) 화강암 풍화물 자원화 
CD 우리나라 전체면적의 약 30%를 점하고 있는 화강암체에 고령토 자원 조사 실시. 
@ 각 지역의 화강암체에 대한 지질， 암석학적 연구 및 개발여건 조사를 통하여 고령토 부 

존가능 화강암체 선별. 

@ 선별된 화강암체에서 풍화대 지역 조사. 

@ 풍화대 지역에서 풍화물시료 채취. 

@ 채취된 풍화물시료를 실험실에서 고령토(23Omesh이하) , 모래(lOmesh - 230mesh) , 골재 

(230mesh이상) 입도분리 및 함량비 측정. 

@ 분리된 시료에 대한 광물조성을 알기위하여 XRD실시. 구성광물 확인. 

@ 각 시료에 대한 완전 분석 실시. 기초적인 고령토 활용가능성 및 성분 확인. 

@ 상기자료를 종합하여 고령토 및 세골재 활용가능성 검토. 

3) 점토질암의 산업소재 자원화 

@ 기존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 대상 암석 광물 부존지역에 대한 광역조사 및 부존산출상태 파악 

@ 광물의 조직， 조성 동 광물특성 

@ 물성 및 화학특성연구 

4.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 합성 카오리나이트 기술개발 

가. 여구내욕 

실험은 pH값， 반웅시간， 온도에 따른 반응의 의존도에 대한 실험이 수행되는 실험의 순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φ Si02와 AHOHh를 mole비 1:1로 무게를 정밀측정한다. 

@ 두 출발물질을 mortar 에 넣고 약 2분간 그라인딩 한다. 

g 
U 



@ 그라인딩한 반응물올 테프론에 넣고， alumina ball올 적당량 집어넣는다. 

@ 원하는 pH로 적정한 용액을 넣는다(100ml정도) . 

@ 유리막대 둥으로 잘 저어준다. 

@ 테프론에 뚜껑을 덮은 다음 autoclave에 넣고， 조립한다. 이때， 토크렌치 등을 사용 하여 

균일한 힘으로 나사를 조여야한다. 

(J) Three way valve를 잠근 다음 furnace에 삽입한다.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간을 내화 

섬유로 메운다. 

@ Heat-controller로 온도와 시간을 설정 후 기기를 작통한다. 
@ 교반을 시켜준다. 

위와 같은 과정에 의해 실험을 수행한 후， 결과물을 침전물과 부유물의 두 가지로 분류하 

여 회수하였다. 반웅 후 용액의 pH를 측정한 결과 모든 실험에서 반웅전보다 약간 상승했는 

데， 이는 식 2.1에서와 보여지는 바와 같이 반웅올 통해 H20를 생성시키기 때문이라 사료 

된다. 회수된 두 종류의 결과물을 100 "c 건조로에서 12시간 건조한 뒤， 회수량을 알기 위해 

무게를 측정하였q.(Table 1).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of kaolinite synthesis in this study. 

반옹 반웅 
반웅 

시료 반웅전 반용후 반웅전 반웅후 온도 압력 
No. 

번호 무게 (g) 무게 (g) (외부; (kg!c 
시간 비 고 

pH pH 
(hr) 

"C) m2) 

K-1 '(ζ5「 TET-까「‘ 5.5 100 . 270 5 19 대 부 분 gibbsite peak 

2 K-2 1.6 10 280 10 15 kaolinite-low intensity peak 

3 K-3 1.2 1.6 10 10.36 280 12 61 
no rocking , 

kaolinite (001 )，( 002)등 peak 

4 K-4 1 1.4 10 12.74 280 42 96 (001),(002) ,(1 11 )등 

5 K-5 3 4.4 10 7.07 280 20 96 대 부 분 gibbsite 

6 K-6 4 4.5 10 9.63 280 7 96 대 부 분 gibbsite 

7 K-7 2 3.7 10 6.37 280 5 96 kaolinite 일 부 gibbsite 우세 

8 K-8 0.5 0.8 10 6.98 280 6 98 대 부 분 kaolinite 

9 K-9 12.7 10.4 10 7.37 280 20 95 
저각도에서 대부분 gibbsite, 

고각도에서 kao. peak 우세 

10 K- lO 13.8 13.6 10 7.13 280 7 96 거의 반웅안함 

11 K- l1 0.5 1.0 10 7.92 280 7 50 
시간올 늘혔올 때보다 poor 

crvstallitv 

12 K-12 1.0 1.5 10 6.98 220 7 96 kaolinite-low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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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RD 분석 연구 

반응 결과물에 대해서 X-선 회절분석과 전자현미경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관찰올 실시 하였다. Fig. 3-(A)는 Si02(gel type)와 Al(OHh로 구성 된 

출발물질의 XRD 패턴이고， Fig. 3- (B)는 자연산 카올리나이트의 패턴으로서 Lewis Montana, 

USA에서 산출된 것이다. 

(A) 

~-」냐〕μ----.JVJμιJJ\JJuμ싸κ、 
i-1'i 기 Tr'TπTTrTfTTπrTTfTπp πfπ미τTi까r-r--; 까 1ITTllTTT I 

(8) 

〕l!니없r씩~J~싸다ι，JL 
Fig. 3. XRD data of starting material and kaolinite standard. 

(A): Starting material(Si02(gel type) + AI(OHh) 

(B): Kaolinite standard(Lewistown Montan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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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각각의 조건에서 합성되어진 결과물에 대한 XRD (X -ray Diffractometer)분석결과 

이다. (B )k-3, (B)k-4, (G)k-8의 경우， 카올리나이트의 주요 피크인 2 e =12.5, 20.2, 25.0, 35.2에 

서 비교적 강한 intensity를 보인다. Lewis Montana, USA에서 산출된 카올리나이트의 패턴과 

대동소이하므로 합성된 물질이 자연산 카올리나이트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다 

른 결과물들에서 gibbsite, boehmite, AHOHh둥의 peak에 대해 강한 intensity를 보이고 있으 

므로 반웅이 잘 일어나지 않았음올 지시해준다. 

(a) 

，뻐빼) 
πππ끼7πTT"'I""I""! ''''1 '1'' 1 미Tππ디ITlTππTππìl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b) 

~냉J 「며v싸μμ」‘씨이따싸..-...-‘M 
「πT'T'" • l""l"끼rrrn 1 1 1 1 1 1 1 I 1 1 1 1 1 TTrr' 미1TT，미-rr미TTT끼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29 Value 

Fig. 4. XRD pattern of synthesized kaolinite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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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와 각 실험조건올 조합해보면， pH가 낮을수록， 반응시간이 길수록 카올리나이트 

계열의 peak가 많고， 강한 intensity를 보인다는 사실올 알 수 있다. 그러나， pH값이 0.5가 되 

면， 오히려 pH=l 일 경우보다 낮은 결정도를 보이며 pH값이 높아지면， 대부분 반웅이 없거나 

boehmite 둥의 광물이 나타난다. 

(a) 

「1T「「 ππ끼TT마T1TTππ，[TTì끼 T T1-디11마rTπjTπTfTlTT1TTI 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b) 

뽑싫 
π끼기 T 1πTf'ï 미ππTπ1，πrπππT끼:TTrTTTI'1ππ1πrTTì •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29 Value 

Fig. 5. XRD-peak Comparison between suspended and precipitated 

products.(A): Suspended product of K -4, (B): Precipitated 

product of K-4 

- 10 -



출발물질을 Si02(gel type)와 Ah03를 사용했던 과거의 실험에서는 증류수나 용액의 pH값이 

큰 KOH-용액올 사용해서 카올리나이트를 합성하였지만 Si02, Al(OHh를 출발물질로 한 본 

실험에서의 pH 조건은 0.5- 1.2정도의 강 산성환경이었다. 또한， 각 합성체의 침전물과 부유물 

에 대해 XRD결과를 비교해보면 두 가지 모두 같은 패턴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침전물에 비 

해 부유물이 좋은 결정도를 나타내고， 그 이외의 gibbsite, boehmite등의 intensity는 상대적으 

로 약해지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Fig. 5). 합성된 물질의 두드러진 회절면은 카올리나이트계 

열광물의 (001), (002)변에서 강한 intensity를 보여주므로 판상의 형 태로 발전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Fig. 6. SEM image comparison between precipitated and suspended 

materials. (Left precipitated materials of K -4, Right suspended 

materials of K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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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M 관찰 결과 

XRD분석결과 카올리나이트 peak가 잘 나타나는 시료에 대해 침전물과 부유물로 분류하여 

SEM을 통해 관찰하였는바 침전물이 부유물에 비해서 업도가 컸다. 

Fig. 7. SEM image comparison between precipitated and suspended 

materials. (Left precipitated materials of K -8, Right suspended 

materials of K -8) 

3) 합성실혐의 주요 파라메타 

일반적으로 열수합성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온도， 압력， 반웅시간， 용액의 성질， 출발물 

질의 종류 둥이 있고 이것들올 적절하게 조절하여 반웅올 최적화 해야한다. 과거 연구자들은 

대략적으로 반웅온도는 150-300.C , 반용시간은 15hr-30day, 사용된 용액은 KOH , LiCl, HCl 

둥이었으며， 출발물질은 대개 Si02(gel type) , Ah03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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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 본 연구에서는 제어하는 온도와 실제 용기내 온도간의 온도구배가 60 .C 가량 차이 

나는 것을 감안하여， 외부온도를 280.C 로 설정하여 대부분의 실험에 임하였다. 내부온도가 22 

O.C 정도이기 때문에 반응용기 내에 넣었던 테프론이 녹거나 변형이 될 우려가 있었다. 대부분 

의 반웅은 pH가 낮은 강산성의 환경이기 때문에 국산 스텐레스 재질의 반웅용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테프론 용기를 넣어서 반웅을 해야 했다. 다른 조건을 모두 고정 시킨 채， 반응온도를 

220 .C 에서 160 .C 로 낮추어서 실험을 한 결과 100 시간은 반웅에 충분하지않았으며 현재 200 

시간으로 실험을 진행중이다. 본 연구에서의 반웅에 대한 Heating schedule은 Fig .8과 같다. 

1hr 

1hr 

Fig. 8. Heating procedure executed in this experiments. 

압력 잊 반응시간 :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은 filling degree에 따라서 변화한다. 테프론용 

기의 부피는 약 500 ml이므로 filling degree를 20 %로 하면 이에 해당하는 압력은 

2030kg/cm2이다. 이와 같은 압력은 포화 수증기압 독선올 통해 해당하는 온도에 대한 압력을 

예상 수 있었다. 그러나 자연산 카올린나이트의 형성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합성실험에서는 

압력이 중요한 요인은 아니며 온도， 용액의 pH, 반웅시간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큰 것으로 예상 

된다. 

반응시간은 대개의 경우 96시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반웅의 온도， 용액의 종류， 출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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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변화시키면， 그 경우에 따라 반웅시간이 종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실험 

에서 반응온도를 낮추고 반웅시간올 같게 했올 때， 카올리나이트가 형성되지 않았으나 이 경 

우 반응시간을 늘여준다면， 좀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카올리나이트 peak가 잘 나타나는 

최소한의 시간의 한계는 반응온도를 220'C 로 할 때 ， 약 60시간 정도임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용액 F. , Saverio(1995) , F. j. Hueπas(993)은 KOH등의 알칼리 환경에서， 또는 LiCI , 

HCI 등의 산성환경에서 카올리나이트 합성실험을 수행하였다. 어떤 경우는 증류수에서 합성실 

험을 수행했지만， 이 경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기도 했다. j. Linares & F. 

Huertas(971)에 의 하면， SiO:J AbO:l(molal ratio) 값이 1 이 상일 경 우， kaolinte는 2-9정 도의 거 

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합성되어진다(Fig. 9). 그러나， 이러한 용액의 성질은 출발물질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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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ynthesized phases as a function of equilibrium pH and the initial 

SiOzl AhO:l ratio in solution. G, gibbsite; P, pseudoboehmite; B, bayerite; A, allophane(?); 

K, kaolinite. 

본 실험에서는 주로 산성환경에서 실험올 수행하고， 일부는 강알칼리 환경에서도 실험을 

하였으며 HCI과 KOH를 이용하여 pH 값올 조절하였다. 카올리나이트 합성에는 강산의 환경에 

서 열수반웅이 유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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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과 강알칼리의 환경에서의 반응이므로 반응용기의 부식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를 막 

기 위해서는 반웅용기에 꼭 맞는 테프론을 사용하거나， 스텐레스 재질을 개선하거나 또는 반 

응용기 내벽에 강산이나 강알칼리에 부식되지 않는 테프론이나 은 liner 장착이 필요하다. 

나- 여구겸과 

1) 합생 카오리나이트 기술개발 

· 온도 220 'C 전후(내부온도) , 압력 5-42kg/ cm2, 용액 HCI 용액에 의한 pH 0.5-5.5, KOH 

용액인 pH 12.7, 13.8로 실험 결과 카올리나이트는 pH가 감소할수록 합성이 용이하며 형성 최 

적조건은 pH가 0.5-1.2 였다. 

· 반응환경이 강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웅용기의 부식을 막기 위해 반응용기 내벽 을 

강산이나 강알칼리에 부식이 되지 않는 테프론이나 Silver liner를 사용해야할 것이다. 

· 카올리나이트합성실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반웅온도， 반응압력， 용액의 성질， 출 발 

물질의 종류 등이 있는데， 본 실험결과 용액의 성질， 반응시간， 온도가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압력은 중요한 요인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2) 화강암 풍화물 자원화 

가. 연구내용 

‘97년도 화강암풍화물 연구는 경기도 충북일대에 분포하는 화강암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Fig. 10) 

가 - 1 지 질 

1997년도 조사지역인 경기도， 충북일대에 분포하는 화강암체는 충북일대에 분포하는 충주화 

강암체， 청주화강암체， 진천화강암체， 보은화강암체， 옥천화강암체， 청산화강암체들은 중생대 쥬라 

기의 대보화강암체에 속하며 제천화강암체， 월악산화강암체， 속리산화강암체들은 백악기화강암체 

에 속한다. 경기도 일대에 분포하는 서울-포천화강암체와 여주-이천화강암체는 쥬라기화강암체에 

속한다. 

상기 화강암체중 조사대상화강암체는 충주， 청주， 진천， 보은， 옥천， 여주-이천화강암체이며 월 

악산， 속리산화강암체는 국립공원지역， 제천， 청산화강암체는 반상화강암으로 장석자원으로 활용되 

며， 서울 포천화강암체는 수도권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각 화강암체별로 지질， 암석특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충주화강암체 

중원군 및 음성군 일대에 분포하는 이 심성관입암체는 중부 남한지역의 양양-영광선을 따라 

대상으로 분포하는 대저반의 일부로서 1/25만 대전도폭에서 청주화강암체라고 명명된 것 중 음성 

이북부분을 말한다. 청주화강암체와 함께 주변지역의 배사축에 따라 분포하는 대상화강암체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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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편마암 및 편암의 잔류물올 보여주고 최종의 조구조운동과 동시적인 것으로 쥬라기말에서 

백악기초에 이르는 대보화강암류에 속하는 암체이다. 이 암체를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는 조립질편 

마상화강암， 반상화강섬록암， 흑운모화강암， 복운모화강암， 반상화강암， 우백질화강암 등의 심성관 

입암체들이며 관입시기는 불명이나 이들 심성암체 암주상으로 관입하는 석영반암과 심성암체 관 

입하거나 분출한 각종 맥암류와 화산암류들이 있다. 이들 반심성암류나 화산암류들은 백악기 불국 

사화성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2) 청주화강암체 

청원군 및 괴산군 일대에 분포하는 본암체 북동쪽으로는 충주화강암체와 연결되며 남서쪽으 

로는 대전， 유성도폭으로 연장되어 대전화강암체와 연결된다. 1125만 대전지질도에서는 이 암체들 

이 쥬라기 대보화강암류로 표시되어 있고 암석의 절대연령측정에 있어서도 중부쥬라기로 되어 있 

으나 증평도폭의 북서쪽 증평읍 연탄리부근에서는 본암체의 반상화강암이 경상층군을 관입하고 

있어 시대문제에 대하여는 더 세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암체를 구성하는 암석들로 

는 반상화강암， 흑운모화강암， 화강섬록암， 복운모화강암 둥이 있다. 

3) 진천화강암체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삼성면， 대소면， 금왕면 맹동면일대에 주로 분포하는 본암은 그 시대 

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암체로 1125만 대전도폭에서는 청주화강암과 함께 쥬라기 대보화강암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본암체 북동부인 금왕면 무극리의 무극고둥학교 부근에서 경상누층군올 관입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바 앞으로 본암체에 관하여서는 쥬라기화강암과 백악기의 화강암의 경계 

가 어디인지 야외조사와 암석연대측정올 통하여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암체를 구성하는 

암석들은 편마상화강암， 혹운모화강암， 우백질화강암 등이 있다. 

4) 보은화강암체 

본암은 보은군 보은읍 수안면， 삼승면， 청산면 및 옥천군 안남면 일대에 분포하며 옥천지향사 

대의 거의 중앙부에서 옥천누층군올 관업한 하나의 암체로 능형상을 이루어 황강리층， 마전리층 

및 창리층과 접하고 있다. 주로 화강섬록암으로 구성되나 보은읍 동편 복운모아다벨라이트질화강 

암이 소규모로 분포한다. 본암체의 화강섬록암에 대한 절대연령은 백운모를 대상으로한 K!Ar법에 

의하여 166Ma로 측정되었다. 

5) 옥천화강암체 

본암체는 옥천옵올 중심으로 옥천도폭 중앙부에 위치하며 남서쪽으로 옥천군 군북면 일대와 

금산군 추부면 일대로 연장되어 남쪽의 무주도폭으로 확장분포된다. K!Ar법에 의한 연대측정결과 

163Ma로 발표된 바 있어 쥬라기초의 과입암체로 보며 전술한 보은화강암체와 함께 대보화강암류 

로 분류된다. 본암체는 혹운모화강암과 반상화강암으로 구성된다. 

6) 여주-이천 화강암체 

여주군 및 이천군 일대에 주로 분포하는 본암체는 남서쪽으로 진천화강암체와 연결되며 서쪽 

으로는 안성군， 용인군 일부까지 분포하고 있다. 

이암체는 쥬라기 대보화강암에 대비되며 경기변성암 복합체를 관입 발달하고 있다. 

암상은 혹운모화강암이 주로 분포하나 백운모화강암， 복운모화강암 및 일부 반상화강암도 분 

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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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화강암체는 오랫동안의 삭박작용과 침식둥으로 비교적 낮은 지형을 보여준다. 

가 - 2 각 지 역 별 화강암 풍화대 확인 및 시 료채 취 

경기도， 충북지역에 분포하는 각 화강암체에 대한 야외 조사결과 확인된 화강암풍화대는 보은 

화강암체는 보은군 삼숭면 송죽리，선곡리 일대. 옥천화강암체는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일대. 진천 

화강암체는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이월면 노원리 및 음성군 금왕읍 도청리 일대. 청주화강암체는 

청원군 북이면 신안리 일대. 충주화강암체는 충주시 신내면 장녹리 일대. 여주-이천화강암체는 여 

주군 대신면 도농리， 홍천면 신근리일대 둥에 화강암이 풍화삭박되어 풍화대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풍화대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풍화대에 대한 화강암 풍화물 시료채취를 시행하여 201 

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2017ß 시료중 Table 2에 표시된 시료채취 내역은 입도분석 작업을 시행한 46개 시료에 대한 

자료이다. 

Table. 2 충북， 경기지역 화강암풍화물 시료 채취 내역 

화강암체 Sample No Sample 채취지점 풍화정도 암석특성 비고 

(야외관찰) 

보은화강암 BK-1 보은군 삼숭면 high 흑운모화강암 입도분석 

탄금리 -medium 철분우세 

보은화강암 BK-2 보은군 삼숭면 medium Leuco-gr우세 업도분석 

탄금리 

보은화강암 BK-3 보은군 삼숭면 medium Leuco-gr우세 입도분석 

송죽리 

보은화강암 BK-6 보은군 삼승면 high biotite-gr 입도분석 

선곡리 

보은화강암 BK-17 옥천군 청성면 low 중립질 입도분석 1 

능윌리 bio-gr 
보은화강암 BK-24 보은군 삼숭면 high bio-gr 입도분석 

달산리 -medium Leu-gr 
옥천화강암 OK-1 옥천군 옥천읍 low bio-gr 입도분석 

문정리 

옥천화강암 OK-7 옥천군 동이면 medium bio-gr 입도분석 

금암리 -low 
옥천화강암 OK-18 옥천군 옥천리 medium bio-gr 입도분석 

삼청리 

진천화강암 ]K-2 진천군 진천읍 medium 중립질~조립질 입도분석 

송두리 bi-gr 철분함유높음 
진천화강암 ]K-4 진천군 이월면 high 조립질 bi-gr 입도분석 

노원리 

진천화강암 ]K-5 진천군 이월면 high 조립질 Le-gr 입도분석 

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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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암체 Sample No Sample 채취지점 풍화정도 암석특성 

(야외관찰) 

진천화강암 jK- lO 음성군 삼성면 high 조립질 Le-gr 입도분석 

청룡리 -medium 
진천화강암 jK-ll 음성군 삼성면 high 조립질 우백질 입도분석 

청룡리 화강암 

진천화강암 jK-12 음성군 대소면 medium 흑운모화강암 입도분석 

천평리 (철분함유과다) 

진천화강암 jK-13 음성군 금왕읍 high 중립질 우백화강암 입도분석 

도청리 -medium 
진천화강암 jK-16 음성군 삼성면 high 중립칠 우백화강암 입도분석 

본대리 

진천화강암 jK-17 음성군 삼성면 medium 조립질 우백질 입도분석 

태생리 흑운모화강암 

진천화강암 jK-24 음성군 대소면 low 조립질흑운모화강암 입도분석 

용현리 

진천화강암 jK-27 음성군 대소면 medium 조립질흑운모화강암 입도분석 

삼정리 (mica 우세) 
진천화강암 jK-30 음성군 덕산면 high 조립질흑운모화강암 입도분석 

신월리 -medium (철분우세) 

청주화강암 CK-4 청원군 부용면 medium 조립질흑운모화강암 입도분석 

산수리 

청주화강암 CK-8 청원군 강내면 high 세립질흑운모화강암 입도분석 

다락리 -medium (우백질함유) 

충주화강암 CK-13 충주시 금가면 low 중립질흑운모화강암 입도분석 

문산리 -medium 
충주화강암 CK-17 충주시 신니면 medium 중립질우백화강암 입도분석 

장녹리 

충주화강암 CK-22 충주시 주덕읍 medium 중립질흑운모화강암 입도분석 

대곡리 -high (우백질함유우세) 

충주화강암 CK-27 괴산군 도안면 low 조립질반상화강암 입도분석 

석곡리 

청주화강암 CK-29 청원군 북이면 medium 중립질반상화강암 입도분석 

신안리 -high 
청주화강암 CK-33 청원군 북이연 medium 세립질흑운모화강암 입도분석 

대길리 -high 
청주화강암 CK-37 청원군 오창면 medium 조립질반상화강암 입도분석 

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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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암체 Sample No Sample 채취지점 풍화정도 암석특성 비고 

(야외관찰) 

이천화강암 YK-3 이천시 신둔면 medium 중립질우백화강암 입도분석 

도봉리 

이천화강암 YK-11 이천시 갈산동 medium 중립질흑운모화강암 입도분석 

이천화강암 YK-13 여주군 홍천면 high felsite 풍화물 입도분석 

신근리 
이천화강암 YK-14 여주군 홍천면 high 중립질우백화강암 입도분석 

신근리 

여주화강암 YK-15 여주군 강천면 medium 조립질휴운모화강암 입도분석 

이호리 -low 
여주화강암 YK-22 여주군 대신연 medium 조립질우백화강암 입도분석 

가산리 

여주화강암 YK-27 여주군 대신면 medium 중립질우백화강암 입도분석 

도농리 high 
여주화강암 YK-32 여주군 홍천면 medium 조립질흑운모화강암 입도분석 

문장리 

여주화강암 YK-38 여주군 홍천면 medium 중립질우백화강암 입도분석 1 

신근리 -high 
이천화강암 YK-45 이천시 부발읍 medium 흑운모화강암 업도분석 

아미리 

이천화강암 YK-49 이천시 대월면 medium 혹운모화강암 입도분석 

암산리 
이천화강암 YK-57 이천시 장호원읍 medium 흑운모화강암 입도분석 

방추리 (우백질우세) 

이천화강암 YK-65 이천시 율면 medium 흑운모화강암 입도분석 

본죽리 (철분우세) 
안성화강암 YK-69 안성군 삼죽변 medium 조립질휴운모화강암 업도분석 

율곡리 (철분우세) 
안성화강암 YK-72 안성군 외사면 medium 흑운모화강암 입도분석 

옥산리 -high 
용인화강암 YK-75 용인군 원삼면 medium 조립질흑운모화강암 업도분석 

사창리 

가 - 3 화강암 풍화물시료 업도분석 

각 지역별로 채취한 201 개 시료중 대표성이 있는 467ß 시료를 선정하여 건식체분석방식올 적 

용하여 입도분리 작업올 시행하였으며 보다 더 정확한 고령토 함유비를 알기위하여 46개 시료중 

107ß 시료를 선정하여 습식체분석 작업올 시행하여 건식방법과 습식방법을 대비하여 보았다. 

체 분석 에 사용한 체 (Sieve)는 u. S. Standand Sieve Mesh# 10과 230으로서 meter scale로 

2.00과 0.0625 millimeter이 며 , Wentwonth size scale 상 silt와 sand, 그 리 고 sand와 gravel을 나누 

는 경계구명 크기를 갖는 체를 이용하여 시료의 입도를 mud, sand 및 gravel로 삼분하였다. 

<Folk, 1968) 

건식체분석은 실내 및 오븐에서 40.C 이내로 충분히 건조시킨 뒤 150gr을 비이커에 넣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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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으로 가벼운 압력을 가하여 여러개의 업자가 뭉쳐서 있는 덩어리를 부수었으며 개별 입자 자 

체를 부수는 것은 피하였다. 습식체분석은 손으로 가볍게 눌러 부수어 비커에 넣고 물을 부은 뒤 

rruxer로 저 어 주고 2-3분간 초음파 처 리 를 하여 입 자를 분리 시 킨 후 lOmesh와 230mesh의 체 로 

물올 분사하면서 거른후 비커에 분리 수거하여 40t 이내로 건조시키는 습식체분석 (wet sieving) 

을 107M 시료에 대해 행하였다. 
체분석은 CD lOmesh 이상 (2) 10-230mesh @ 230mesh 이하로 구분 시행되었으며 10 

mesh이상은 골재， 1O-23Omesh는 세골재(모래)， 230mesh이하는 고령토로 분리된다. 작업현장에서 

는 습식방법이 적용된다. 

건식방법으로 분리된 230mesh이하 입도군 즉 고령토의 평균 함유비는 7.03%에 불과하나 습 

식방법으로 분리된 고령토의 평균 함유비는 18.82%에 달한다. 

각 지역별 입도분리결과는 Table 3(a ，b)에 정리하였다. 

Table 3(a). 경 기 도， 충북지 역 화강암풍화물 입 도분석 표 

시료 건 식 처l τ tri 석 습식체분석 

번호 위 치 l Omesh 이상 10-230mesh 230mesh 이하 230mesh 이하 
무게 (g) 무게비(%) 무게 (g) 무게비(%) 무게 (g) 무게비(%) 무게 (g) 무게비(%) 

.TK-2 24.72 16.52 115.05 76.91 9.83 6.57 
2 jK-4 14.60 9.78 125.75 84.24 8.92 5.98 

3 jK-5 16.47 10.98 119.08 79.42 14.39 9.60 20.01 13.48 

4 jK- lO 22.10 14.77 114.57 76.58 12.93 8.65 

5 jK-11 53.33 35.63 85.닮 57.16 10.79 7.21 35.79 23.91 

6 jK-12 18.72 12.51 116.60 77.93 14.30 9.56 

7 jK-13 43.05 28.78 99.25 66.36 7.27 4.86 

8 jK-16 9.32 6.23 121.57 81.23 18.77 12.54 27.27 18.37 

9 jK-17 36.40 24.30 102.22 68.24 11 .18 7.46 

10 jK-24 24.88 16.61 119.64 79.87 5.28 3.52 

11 jK-27 15.06 10.04 120.80 80.51 14.19 9.45 23.43 15.82 

12 jK-30 21.37 14.29 119.11 79.61 9.13 6.10 

13 BK-1 7.57 5.06 133.12 88.88 9.08 6.06 

14 BK-2 8.74 5.83 136.76 91.17 4.50 3.00 

15 BK-3 39.75 26.52 103.95 69.35 6.20 4.13 

16 BK-6 28.87 19.22 108.32 72.13 12.99 8.65 30.84 20.83 

17 BK-17 26.06 17.35 121.75 81.08 2.35 1.57 

18 BK-24 9.22 6.16 126.55 84.54 13.92 9.30 

19 OK-1 29.92 19.97 115.23 76.90 4.70 3.13 30.49 20.71 

20 OK-7 15.40 10.27 123.78 82.55 10.77 7.18 

21 OK-18 11.15 7.45 126.34 84.44 12.13 8.11 

m 

μ
 



Table 3(b). 경 기 도， 충북지 역 화강암풍화물 입 도분석 표 

시료 거~ 식 체 τ 닙c 석 습식체분석 

번호 위치 lOmesh 이상 10-230mesh 230mesh 이하 230mesh 이하 
무게 (g) 무게비(%) 무게 (g) 무게비(%) 무게 (g) 무게비(%) 무게 (g) 무게비(%) 

22 YK-3 30.81 20.50 101.78 67.71 17.72 11.79 

23 YK-11 13.68 9.11 128.27 85.41 8.23 5.48 

24 YK-13 0 0 114.22 76.23 35.62 23.77 

25 YK-14 20.23 13.48 116.10 77.35 13.77 9.17 29.68 19.85 

26 YK-15 54.25 36.12 88.63 59.01 7.32 4.87 

27 YK-22 28.10 18.71 108.11 71.97 14.0 9.32 

28 YK-27 16.43 10.95 120.52 8.03 13.14 8.75 

29 YK-32 43.35 28.95 98.98 66.10 7.42 4.95 

30 YK-38 29.44 19.75 100.85 67.66 18.77 12.59 39.04 26.16 

31 YK-45 9.65 6.44 128.04 85.45 12.15 8.1 1 

32 YK-49 4.60 3.07 131.20 87.58 14.0 9.35 

33 YK-57 18.72 12.51 115.76 79.33 12.22 8.16 

34 YK-65 49.65 33.08 97.05 64.65 3.40 2.27 

35 YK-69 22.47 14.99 112.55 75.11 14.83 9.90 

36 YK-72 13.20 8.81 121.53 81.12 15.08 10.07 24.02 16.1 

37 YK-75 56.74 37.49 91.45 60.43 3.14 2.08 

38 CK-4 67.26 44.76 80.28 53.43 2.72 1.81 

39 CK-8 0.28 0.19 139.82 93.54 9.37 6.27 

40 CK-13 31.02 20.67 116.77 77.82 2.27 1.51 

41 CK-17 19.45 13.01 122.20 81.73 7.86 5.26 

42 CK-22 23.76 15.74 121.71 80.63 5.47 3.63 

43 CK-27 29.68 19.87 113.95 76.28 5.75 3.85 

44 CK-29 20.32 13.59 118.79 79.47 10.37 6.94 19.26 12.93 

45 CK-33 0 0 141.79 94.42 8.38 5.58 

46 CK-37 22.08 14.72 120.0 80 7.92 5.28 

가 - 4 광물 감정 (x-선 회 절 분석 ) 

화강암 풍화물에 대한 광물감정은 대부분의 구성광물이 sand입자 이하의 크기이며， 고결상태 

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현미경 관찰동은 어려우며， x-선 회절분석에 의한 광물감정이 적합하다. 

x-선 회절분석은 분말법으로 하였으며， 사용기종은 일본제 MAC사의 제품이며 generator용량 

은 3KW, Cu target을 사용하였으며 주사각은 2. - 40. , 주사속도는 분당 2。 씩이다. 

이천， 용인， 여주， 보은 및 음성 지역에서 채취한 풍화물시료 YK -45, 72, 38, BK-6 및 ]K-27 

에 대한 x-선 회절 분석 결과 나타나는 광물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하여 단조로운 편이며， 결정도 

에서 다소 많은 차이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확인되는 광물은 화강암류의 주요 조암광물인 석 

영， 장석， 운모류외에 장석류가 풍화변질된 Kaolin Peak가 거의 모든시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상기 

5개 시료는 입도분리하여 채취된 230mesh이하 시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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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t 및 clay size 이하로 구성된 상기시료에서 x-선 회절분석결과 Kaolin Peak (고령토광물 

치)의 강도가 150 CPS 이상을 나타내며 이는 상기 5개 시료가 고령토 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양질 

의 고령토임을 인지시키고 있다. 고령토광물류에는 7.2A Pe와‘의 Kaolinite가 소량 혼재되어 있기 

도 하다. 

여러 가지 고령토 광물류중 세립물에 혼재된 Kaolinite와 Halloysite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Churchman(1984)에 의한 감별법으로 Formamide(HCONH2)를 분무한 뒤 1시간 이내에 x-선 

회절분석올 하면 고령토 광물중에 포함된 Halloysite가 Formamide에 의해 팽창을 하여 7.2A위치 

에서 lO.4A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X선 분석결과 5개 시료의 광물조성은 점토(고령토)광물인 Kaolin (Kaolinite 및 halloysite)와 

불순광물인 석영， 장석， 운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령토이다(Fig. 11 ,12,13) 

가 - 5 화강암풍화물 분석결과 

각 지역별로 선정된 풍화물시료를 230mesh이하(고령토)시료 33개， 1 Omesh - 230mesh(모래)시 

료16개， 풍화물원광시료(입도분리안한시료) 28개 동 77개 시료에 대한 완전분석을 당연구소 분석 

부에서 기기분석으로 실시하였으며 내화도를 알기위하여 고령토시료 15개， 모래시료 127ß , 풍화물 

원광시료 13개 등 407ß 시료에 대하여 내화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및 내화도 측정결과 경기도， 충북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화강암풍화물에서 산출된 고령토 

는 경제적으로 활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광물의 경제적 가치기준(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5-51호 광업업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고령토는 광물감정에 의해 고령토로 확인된 경우 F~03 3%미만， SK 18이상의 조건만 충족되면 

고령토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 

본역의 고령토는 상기기준에 상당수 적합하며 일부 철분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있으나 정 

제안한 원광 상태로 황토방원료나 적별돌로 사용가능하다.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정리하였다. 

Table. 4 경 기 도， 충북지 역 화강암풍화물 분석 결과표 

싫풋 Si02 Ah03 F영03 CaO MgO K20 Na20 Ti02 MnO P205 Igloss SK 
비고 

(mesh) 
YK-3 52.97 29.36 1.78 0.17 0.52 5.58 0.35 0.16 0.02 0.03 9.13 33 -230 

YK-11 54.42 27.10 2.68 1.90 0.38 2.27 3.42 0.39 0.04 0.06 7.23 -230 

YK-13 61.14 24.72 1.01 0.11 0.09 5.13 0.29 0.06 0.07 0.04 7.21 32 ’ -230 

YK-14 48.21 34.32 1.95 0.16 0.35 2.95 0.36 0.21 0.10 0.04 11.68 35 -230 

YK-22 50.43 31.42 2.18 0.36 0.40 3.23 1.68 0.24 0.10 0.03 9.42 33' -230 

YK-27 50.93 28.47 4.06 2.84 0.82 1.27 2.42 0.47 0.09 0.07 9.11 -230 

YK-38 47.82 34.40 1.93 0.16 0.35 4.15 0.26 0.27 0.04 0.03 10.72 35 -230 

YK-45 49.51 32.40 2.53 0.24 0.34 2.84 0.34 0.43 0.03 0.04 11.30 -230 

YK-49 57.57 25.85 2.13 1.17 0.27 2.60 3.20 0.40 0.04 0.05 6.52 -230 

YK-57 50.07 32.86 2.1 1 0.31 0.26 2.94 0.77 0.33 0.03 0.05 10.65 -230 

YK-69 50.70 30.30 3.03 0.16 0.63 4.13 1.93 0.17 0.04 0.03 8.54 32 -230 

m 

ω
 



憲풋 Si02 AIz0 3 Fez03 CaO MgO K20 Na20 Ti02 MnO P20 5 Igloss SK 
비고 

(mesh) 
YK-72 51.28 30.11 2.77 1.23 0.43 2.02 1.93 0.55 0.04 0.04 9.48 30 -230 

CK-8 52.75 26.41 4.75 1.19 0.69 2.67 1.21 0.98 0.16 0.07 8.85 -230 

CK-17 55.52 24.28 4.85 0.43 0.68 3.12 2.46 0.66 0.08 0.06 7.37 -230 

CK-22 55.25 24.59 4.52 0.65 0.87 3.89 3.02 0.71 0.07 0.05 6.16 -230 

CK-29 51 .20 28.05 3.84 2.24 0.63 1.71 2.89 0.75 0.05 0.13 8.18 18 -230 

CK-33 53.51 27.07 3.35 0.78 0.38 3.40 2.35 0.68 0.03 0.06 8.07 -230 

CK-37 54.05 24.53 5.08 2.04 0.79 1.90 2.90 0.79 0.16 0.14 7.43 -230 

]K-2 48.41 30.75 3.88 0.20 0.75 6.14 0.72 0.35 0.09 0.05 8.41 - 230 

]K-4 50.35 27.30 4.70 3.31 0.72 2.00 1.86 0.85 0.09 0.30 8.88 -230 

]K-5 52.15 26.96 4.34 2.40 0.66 2.47 1.96 0.72 0.10 0.06 8.46 26 -230 

]K- lO 58.55 24.96 1.92 0.26 0.38 2.54 5.05 0.33 0.04 0.02 5.67 -230 

]K-11 48.75 33.95 1.67 0.14 0.23 3.88 0.28 0.22 0.02 0.02 10.78 - 230 

]K-12 52.57 28.20 3.17 2.42 0.52 2.04 2.21 0.55 0.08 0.04 8.26 26 -230 

]K-16 50.24 30.10 4.07 0.69 0.66 2.65 0.55 0.54 0.08 0.04 8.26 31 -230 

]K-17 53.11 27.01 3.04 3.51 0.41 2.02 2.84 0.55 0.08 0.11 7.21 -230 

]K-27 49.68 30.12 4.18 0.19 0.51 4.05 0.31 0.79 0.10 0.04 10.14 33 -230 

]K-30 53.29 27.41 3.25 2.85 0.48 2.11 2.32 0.60 0.08 0.05 7.94 -230 

BK-1 50.56 25.85 7.38 1.92 0.48 2.57 2.17 0.71 0.16 0.16 8.43 -230 

BK-6 49.17 32.46 2.27 0.38 0.38 3.27 0.76 0.32 0.11 0.04 10.78 35 -230 

BK-24 51.68 28.26 3.57 1.08 0.52 3.64 2.14 0.76 0.09 0.10 7.97 18 -230 

OK-7 55.85 26.26 2.90 1.06 0.42 3.18 2.29 0.50 0.09 0.04 7.21 -230 

OK-18 52.57 27.14 3.97 1.58 0.62 3.19 1.74 0.69 0.05 0.05 8.17 18 -230 

YK-3 74.04 14.09 0.90 0.10 0.25 6.17 0.45 0.16 0.03 0.02 2.53 20 10-230 

YK-14 70.05 16.85 1.82 0.11 0.27 5.38 0.51 0.24 0.06 0.04 3.95 10-230 

YK-22 67.27 18.28 1.96 0.28 0.30 5.42 0.02 0.29 0.04 0.03 3.53 16 10- 230 

YK-38 67.58 18.28 2.29 0.11 0.35 5.92 0.43 0.34 0.04 0.04 4.52 10-230 

YK-45 70.30 16.39 2.23 0.13 0.37 5.08 0.47 0.39 0.03 0.03 4.12 20 10- 230 

YK-57 69.18 17.02 2.15 0.18 0.39 5.97 0.75 0.37 0.04 0.03 3.82 10- 230 

YK-72 70.00 16.10 2.60 0.64 0.53 5.20 1.67 0.50 0.04 0.02 3.02 14 10-230 

CK-33 68.46 16.88 1.93 0.34 0.30 5.72 1.44 0.40 0.01 0.03 3.60 16 10-230 

]K-4 64.12 17.19 5.06 1.89 1.33 3.70 1.53 0.64 0.06 0.13 4.88 10-230 

]K- lO 62.40 21.93 1.45 0.20 0.33 5.50 4.54 0.19 0.03 0.03 3.50 9 10-230 

]K-11 67.66 18.17 1.53 0.09 0.20 7.34 0.43 0.18 0.03 0.02 4.02 19 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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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풋 Sioz Al2Û3 Fez03 CaO MgO K20 Na20 Ti02 MnO P20 5 Igloss SK 
비고 

(mesh) 
jK-16 63.65 18.10 5.00 0.48 1.30 4.06 0.63 0.73 0.06 0.04 5.53 16 10-230 

jK-30 66.64 16.88 3.18 1.54 0.77 4.58 2.14 0.40 0.06 0.03 3.32 8 10-230 

BK-6 65.02 18.69 3.43 0.17 0.59 4.98 0.60 0.41 0.08 0.04 5.45 20 10-230 

BK-24 64.74 18.11 4.12 0.46 0.69 4.44 1.28 0.67 0.05 0.07 5.19 16 10-230 

OK-7 67.31 16.70 2.78 0.54 0.53 5.57 1.98 0.54 0.04 0.04 3.21 13 10-230 

YK-3 72.18 15.90 0.93 0.11 0.27 6.08 0.42 0.14 0.01 0.02 3.54 원광 

jK-13 74.06 15.71 0.81 0.09 0.07 4.62 0.29 0.06 0.06 0.01 4.06 원광 

jK-14 72.15 16.08 1.58 0.10 0.26 4.50 0.49 0.21 0.05 0.04 4.37 20 원광 

jK-15 69.78 16.44 2.17 1.48 0.49 3.47 3.10 0.35 0.03 0.04 2.43 13 원광 

jK-22 67.71 18.49 1.84 0.25 0.30 5.00 1.88 0.27 0.04 0.03 3.96 원광 

jK-27 63.99 17.50 4.41 1.51 1.35 3.75 1.98 0.60 0.08 0.05 4.50 원광 

]K-38 68.96 17.99 1.85 0.10 0.31 4.97 0.44 0.29 0.03 0.03 4.89 26 원광 

]K-45 68.50 17.84 2.29 0.13 0.37 4.68 0.45 0.39 0.03 0.03 4.99 26 원광 

jK-49 70.58 16.13 1.83 0.35 0.32 5.49 1.42 0.32 0.03 0.03 3.28 원광 

jK-65 66.99 17.55 3.55 0.11 0.69 4.02 1.03 0.55 0.03 0.03 5.12 19 원광 

]K-72 68.93 16.73 2.46 0.59 0.50 4.93 1.55 0.46 0.04 0.02 3.63 15 원광 

]K-75 67.24 16.91 3.51 0.32 0.60 4.47 2.29 0.45 0.04 0.04 4.03 원광 

CK-8 60.15 19.07 6.41 1.39 1.48 2.77 1.59 0.91 0.09 0.05 5.80 원광 

CK-17 67.36 16.97 3.13 0.24 0.56 4.72 2.65 0.58 0.04 0.04 3.48 원광 

CK-22 68.52 16.64 2.78 0.28 0.55 4.67 2.52 0.52 0.03 0.03 3.27 원광 

CK-27 68.90 15.32 3.50 0.68 0.65 4.20 2.46 0.67 0.04 0.10 3.29 원광 

CK-29 64.17 17.73 4.23 1.58 1.06 3.60 2.69 0.85 0.04 0.06 3.57 원광 

]K-5 63.68 17.44 4.89 1.48 1.21 3.71 1.62 0.65 0.07 0.04 4.74 14 원광 

]K- lO 61.92 21 .94 1.45 0.21 0.33 5.38 4.51 0.19 0.03 0.02 3.52 10 원광 

]K-12 65.47 16.98 4.38 1.49 1.08 3.95 1.77 0.58 0.07 0.03 4.15 원광 

]K- 13 71.70 16.22 1.39 0.13 0.29 5.16 1.77 0.22 0.03 0.02 3.19 18 원광 

]K-16 63.08 18.78 4.71 0.44 1.20 4.11 0.59 0.73 0.06 0.04 5.84 9 원광 

]K-27 64.72 18.54 4.58 0.12 0.19 3.89 0.37 0.63 0.07 0.04 6.11 원광 

BK-3 65.72 18.24 2.95 0.50 0.55 4.56 2.84 0.41 0.04 0.04 3.84 원광 

BK-6 67.24 17.96 3.06 0.17 0.54 4.43 0.61 0.37 0.07 0.04 5.28 20 원광 

BK-24 67.37 17.24 3.39 0.42 0.57 4.40 1.25 0.58 0.05 0.07 4.58 16 원광 

OK-l 65.38 17.43 3.87 1.54 0.75 3.64 2.56 0.65 0.05 0.16 3.69 원광 

OK-18 62.07 19.49 4.66 0.93 1.04 3.87 1.23 0.74 0.06 0.03 5.51 16 원광 

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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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XRD pattems of under 230mesh fractions from Eechon(YK45), Kyonggi Provinces. <A> Natural state 7 Apeak represents the sum of 

Kaolinite and Halloysite. <B> After formamide treatment Halloysite peak moves into about lûA position, and so its height in slighty 
increased. 



나. 연구결과 

@ 경기도， 충북지역 화강암분포지 중 조사지역으로 선정된 화강암체는 진천화강암체， 충주 

화강암체， 청주화강암체， 보은화강암체， 옥천화강암체 및 여주-이천화강암체이다. 

@ 화강암풍화대 주분포지역은 조사결과 진천군 이월면， 음성군 금왕읍， 맹동면， 충주시 신니 

면， 청원군 북이면， 보은군 삼숭면， 옥천군 옥천읍， 여주군 대신면 및 홍천면 일대이며 그외 

다수지역에 소규모 풍화대가 발달하고 있다. 

@ 경기도， 충북지역의 6개 화강암체에서 채취한 화강암풍화물시료는 2017H 이며 이중 46개 

시료에 대한 입도분석올 실시하였으며 습식체분석에 의한 고령토(230메쉬이하) 함유비는 약 

19%이다. 

@ 본 조사지역에 산출되는 고령토의 광물조성은 카오린， 석영， 장석， 운모 둥이다 

@ 화강암풍화물시료 77개에 의한 완전분석 및 40개 시료에 대한 내화도 측정올 실시한결과 

대부분의 고령토시료는 허가기준인 Fe:!033% 미 만 SK 18 이상의 조건올 충족한다. 

@ 경기도， 충북지역에 분포하는 화강암풍화물에서 고령토 20%와 세골재 80%가 분리 산출 

된다. 

@ 주연구대상인 고령토는 도자기， 타일， 적벽돌， 황토방원료둥으로 사용가능하며 부산물로 

산출되는 세골재는 건축자재원료로 사용가능하다. 

고령토를 정제하여 고령토에 함유된 철분올 제거할 경우 고급도자기， 충진제， 제지용 등 고 

급원료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점토질암의 산업소찌 자원화 

가 여구내용 

- 점토질암의 부존상태 및 조성광물 

- 점토질암의 물성 및 열적특성 

- 점토질암의 화학적 특성 

- 반토질 점토암의 생성과 광물조성 변화에 대한 광물학적 연구(위탁연구) 

나 연구겸과 

- 점토질암은 전남 화순군 남면의 천운산충내에 협재되어 있으며 발달양상은 N18-550 E로서 

천운산층의 층리방향과 유사하다(Fig .14). 대부분의 점토질암은 조립질 사암층에 협재되어 있으며 

두께는 2-8m에 달하는 것이 보퉁이다. 점토질암은 색상 및 조성광물에 의해 구별되고 있는 바 

고령토와 같은 고알루미나 광물외에 약간의 탄질물이 함유된 암회색 내지 흑색의 광석 그리고 함 

철광물이 함유된 연한 황갈색 및 녹회색의 광석둥으로 구분된다. 

- 점토질암의 주구성광물은 캐올리나이트 백운모 엽납석 홍주석 클로리토이드 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부성분광물로는 석영， 탄질물， 루타일， 전기석， 다이아스포어， 이산화철 둥올 들 수 있 

다. 

점토질암은 광물 조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XRD회절 분석 및 현미경 관찰결과 광물 

조성이 5%이상되는 광물올 조합으로 구분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눌수 있다. 

· 캐올리나이트-백운모 형 

• 캐올리나이트-백운모-엽납석-홍주석 형 

• 엽납석-캐올리나이트-백운모 형 (Fig.15) 

• 캐올리나이트-홍주석-클로리토이드 형 

· 캐올리나이트-클로리토이드-백운모-엽납석 형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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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kaolinite 
M muscovíte 
P : pyrophyllite 

A andalusite 
M 

M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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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X -ray diffraction pattern of kaolinite-muscovite, 
kaohmte-m uscovite-pyrophy llite-andalusite, and pyrophy llite
kaolinite-muscov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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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리토이드-캐올리나이트-백운모 형 (Fig.16) 

· 캐올리나이트-백운모-엽납석 형 

· 캐올리나이트-클로리토이드-백운모-홍주석 형 

· 캐올리나이트-엽납석 형 

· 캐올리나이트-백운모-엽납석-석영 형 

- 캐올리나이트는 점토질암에서 함량이 가장 많은 광물로서 홍주석으로부터 변질된 열수변질광 

물이다. 캐올리나이트는 점토질암에서 반상변정으로 나타나는데 홍주석의 변질정도에 따라 함량이 

상이 하게 나타난다(Fig .17-a) . 

- 엽납석은 미립의 엽편상 집합체로 형성되어 있다(Fig .17-b). 암회색 점토질암에서 캐올리나이 

트， 백운모 둥과 함께 수반되며 연황색 점토질암에서는 세립의 백운모， 캐올리나이트， 클로리토이 

드와 함께 수반되기도 한다. 캐올리나이트， 석영 둥과 수반되어 미세한 세맥올 이루며 홍주석 입 

자의 가장자라를 따라 석영 및 미세한 백운모가 함께 채워 지기도 한다. 

- 암회색 내지 흑색 점토암중에 함유된 홍주석은 캐올리나이트-백운모-엽납석-홍주석， 캐올리 

나이트-클로리토이드-백운모-홍주석 형의 점토암에 흔히 포함되어 있으며 탄질물이 들어 있는 점 

토질암에서는 자형으로도 산출된다. 홍주석 입자내에는 캐올리나이트 세맥이 형성되어 있으며 탄 

질물과 불투명광물이 일부 포획되어 있다. 

- 클로리토이드는 연한 황갈색 또는 회색올 띄는 점토질암 중에서 캐올리나이트-홍주석-클로리 

토이드， 캐올리나이트-클로리토이드-백운모-엽납석， 캐올리나이트-클로리토이드-백운모-홍주석 

형의 점토질암에서 흔히 관찰된다. 

- 덕카이트 

점토질암내에서 세맥을 형성하거나 균열부를 충진하며 세맥의 폭은 대체로 5mm이내이다. 점토암 

층준에 형성된 소단층의 슬리켄사이드면에는 덕카이트가 형성되어 있다. 

- 백운모/견운모 

백운모/견운모는 거의 모든 유형의 점토질암에 전반적으로 함유되어 있다. 캐올리나이트 집합체 

또는 홍주석이 변정으로 나타나는 점토질암에서 다른 수반광물과 더불어 기질올 형성하며 덕카이 

트， 납석과 더불어 세맥을 형성한다. 

- 천운광산 점토질암의 비중은 2.06-2.24의 범위에 평균 2.16이며 동복광산의 시료는 2.17 그리 

고 벽송광산의 시료는 2.09의 비중값올 보인다. 천운광산 시료와 동복광산 시료는 유사하게 나타 

나고 있으나 벽송광산의 시료가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천운광산 점토질암의 pH( 수소이온 농도)는 5.4-6.4 범위에 평균 6.0을 보이며 동복광산의 점토 

질암은 평균 6.7 그리고 벽송광산의 점토질암은 6.1 -6.9 평균 6.5를 나타낸다. 대체로 유사한 수치 

를 나타내나 석영이나 클로리토이드를 함유한 점토질암이 약간 수소이온 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난다. 

-천운광산 시료의 점도는 10% 혼탁액에서는 1.28 - 1.46cP의 범위에 평균 1.40cP 그리고 20% 

혼탁액에서는 2.08 - 2.60 cP의 범위에 평균 2.42cP 이다. 시료의 광물조성과 비교할 때 클로리토이 

드， 석영이 함유된 시료가 비교적 낮은 점도 수치를 나타낸다. 동복광산 시료의 점도는 10% 혼탁 

액에서는 1.28- 1.31cP 평균 1.3OcP 그리고 20% 혼탁액에서는 1.67-2.03cP의 범위에 평균 L없cP 

이다. 또한 벽송광산 시료의 점도는10% 혼탁액에서는 1.28 및 1.36cP 로서 평균 1.32cP 그리고 

20% 혼탁액에서는 1.89 및 2.15cP로서 평균 2.02cP이다. 동복광산 시료의 점도가 비교적 낮고 다 

음이 벽송시료 그리고 천운시료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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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quartz K 

K 
A 

A A 

CU-46 

K IK,C IIK 

CU-31 
K 

K K 

1 , l ,? , . , . , . , .1R , . , . , . , .떤 l i l , l i l ?. , ! , . , . , ??. , i l. , l l ，현 1,101.1 현 l i l l ll , ?R , i l i , . , 뿌 .• 01.1.1.1 

28 

Fig.16 X -ray diffraction pattern of kaolinite-andalusite 
-chloritoid, kaolinite-chloritoid-muscovite-pyrophyllite, 
and chloritoid-kaolinite- muscov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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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Phtomicrograps of Kaolinite(k) , pyrophyllite(p) , 

sericite and chloritoied(c). Note the porphyroblasts of 

kaolonite in a sericitic matrix(sm) and flaky pyrophy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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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5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claystone. 

sample sample 
mineral pH specific viscocity (cP) 

no. component gravity 10% 20% S.K. 

CU2-2 claystone kaolinite 6.3 2.24 1.28 2.31 28 
chloritoid 
muscovite 

CU3-1 claystone dickite 6 .4 2.23 1.45 2.60 36 
CU-7 claystone kaolinite 6.0 2.19 1.46 2.53 33 

pyrophyllite 
CU-31 claystone kaolinite 5.9 2.14 1.34 2.45 36 

chloritoid 
m uscovite 
pyrophyllite 
quartz 

CU44 claystone kaolinite 5 .4 2.08 1.42 2.57 36-
m Uscovlte 
pyrophyllite 

CU46 claystone kaolinite 5.9 2.06 1.46 2.08 36-
andalusite 
chloritoid 

DB-1 claystone kaolinite 6.8 2.17 1.31 2.03 36 
m uscovite 

DB-2 claystone pyrophyllite 6.6 2.17 1.28 1.67 33 
kaolinite 
m uscovite 

DB-3 claystone kaolinite 6.7 2.19 1.30 1.82 34+ 
m uscovite 
pyrophyllite 
andalusite 

BS-1 claystone kaolinite 6.1 2.09 1.28 1.89 29 
chloritoid 
m uscovite 
andalusite 

BS-2 claystone kaolinite 6.9 2.08 1.36 2.15 35 
m uscovite 
pyrophyllite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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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질암의 시차열분석 결과 516. - 533. C 사이에서 강한 홉열반웅곡선이 나타나는데 이는 카 

오리나이트와 엽납석의 결정수 탈수에 의한 반웅곡선으로 심한 중량감소가 일어 나고 있다. 또한 

1003. - 1011 • C사이에서 강한 발열반웅곡선이 나타나는데 이는 캐올리나이트와 납석 등 고알 

루미나 광물이 분해되어 율라이트로 상전이가 시작되는 온도로 추정된다. 또한 42. - 5 4 • C 

사이에서 일어나는 약한 홉열반웅곡선은 각 시료중에 함유되어 있는 납석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 열중량분석은 대체로 500. C에서 700. C까지 급격히 중량감소가 일어나 1200. C 까지 각 

시료는 7.25%에서 14.67%의 중량감소가 일어난다. 이러한 질량감소는 상전이 외에 시료에 함유되 

어 있는 탄질물의 양에 의 해 상이 하게 나타난다(Fig .18). 

- 캐올리나이트와 납석이 함유된 천운시료는 대체로 520. C _600. C 까지 열팽창 증가가 급 

격히 이루어져 0.89%의 열팽창율을 나타내며 780. C에서 1200. C사이 에서는 2.19%의 열팽창 감 

소율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O. C에서 1200. C까지 1.49%의 감소율을 나타낸다. 

캐올리나이트를 주로해서 백운모， 납석이 함유된 시료 천운의 점토질암은 대체로 감소하는 열팽창 

패턴을 보인다. 608. C까지 0.05% , 608. C-678.3. C까지 0.25% 그리고 678.3. C - 1200. C까지 

1.93%의 감소율을 보인다. 608. C에서 678.3. C사이에 열팽창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 지는 것이 

특정 적 이 다(Fig .19) . 

-점토질암은 구성광물이 캐올리나이트， 엽납석， 홍주석， 클로리토이드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 알 

루미나의 함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천운시료는 Alz03 성분함량이 37.14-45.73%범위에 

평균 39.5 %, 동복시료는 33.3-38.18%범위에 평균 35.76% 그리고 벽송시료는 28.71%와 29.76%로 

서 평균 29.24%를 나타낸다. F~03가 1 1.86%를 보이는 천운시료는 함철광물인 클로리토이드가 상 

당량 함유된 시료이다. 점토질암의 평균 F~03 품위는1.76%( 10%이상인 시료제외)이다. 점토질암 

의 작열감량은 7.81-15.10%까지 나타나는데 주로 점토질암에 함유된 탄질물에 기인된다. 

- 점토질암의 Si02 및 Alz03 함량변화에 따른 각 성분과의 상관관계는 Si02 함량이 증가할수록 

Alz03, MgO, Ti02 및 Ig.loss는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 며 Na20와 P205는 약간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인다 Fe20 3, CaO, MnO는 뚜렷한 경 향올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Alz03 함량이 증가할수록 

Si02는 감소하며 CaO, MgO, Ti02, Ig .loss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FeZ0 3, KzO, Na20 , MnO, 

P20 S 등은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Table.6). 

(위탁연구 연구결과) 

- 반토질 점토암은 괴상 및 변정상 조직으로 나눌 수 있으며 괴상의 점토암은 천운광산 그리고 

변정상의 점토암은 벽송광산에서 흔히 산출된다. 변정상 점토암에 나타나는 변정은 크기가 수십 

μm으로부터 수mm까지 다양하며 색은 검은 색 또는 크림 백색올 띄운다. 크림백색의 변정은 홍 

주석이며 암회색 내지 흑색의 변정은 캐올리나이트와 클로리토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클로리토이 

드와 부분적으로 고령토화한 홍주석 변정은 둥근모양을 보이며 점토암의 기질은 미립의 일라이트， 

캐올리나이트， 납석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흰색의 앓은 덕카이트 또는 낙크라이트 세맥 (2mm이하) 

이 점토암의 층리에 평행하게 또는 수직올 이루고 있으며 견운모가 풍부한 점토암은 편리구조를 

나타낸다. 

- 현미경하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변정은 홍주석， 캐올리나이트， 클로리토이드， 홍주석-캐올리나 

이트 그리고 견운모-캐올리나이트 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질은 미립의 캐올리나이트， 견운모， 

납석， 루틸， 다이아스포어 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정질의 점토암에 있어서 기질부에 있는 고령 

토광물은 편리구조를 보이며 특히 특히 일라이트가 풍부한 점토질암에서 더욱 그러하다. 변정은 

변형작용에 의해 틈이 형성되거나 파쇄되어 있으며 홍주석의 변정은 탄질물의 배열에 의해 

- 36 -



。
。
.@N 

。
。.FN 

。
。

.
∞
N
 

。
。
.@N 

。
。
.
。
이
 

。
。. { 

빼
g
R
 

에
O
L
F
 F 

lpu 
.
매
잉
.
룹
 톰

m
애
』
P
업
 얘
 

다
.
 며다
g
m
{얘
I
U
 빌
。
 입
〉
」
되
니
 

럭
잉
t
F
 {
)
다
얘
 
랙
’
』
며
 엽
 
·
매
움
 

。
。

.
。
。
。
〔

<Q]

Q
S
U
」
‘

。
。
.
。
。n

uam 

.
‘<

에
m
 

uNm 

.
N
앙
 

n
]><{

.
에
。
。
{
 

。
。
.
。。

。
.

。

킨
 

。
。
.
。
m

>a4 
R ·a 



Table 6. 점 토 질 암 의 화 학 성 분 

화 학 성 분 (wt.%) 
시료번호 

SiαI AlμIF썩 CaO I M:O _1 K20 I NazO I Ti02 1 MnO I Pzα|폐 Total 
비고 

1 (CU2-2) 37.64 35.21 11.86 0.18 0.44 1.59 0.59 1.93 0.03 0.06 10.84 100.37 천운 

2 (CU-7) 46.14 38.12 1.08 0.18 0.1 3 0.26 0.32 1.50 0.01 0.05 12.35 100.14 11 

3 (CU-31) 40.79 41.잃 1.92 0.17 0.22 0.70 0.38 1.91 0.02 0.09 12.36 99.85 11 

4 (CU-44) 44.19 37.14 0.88 0.15 0.11 0.95 0.41 1.30 0.01 0.08 15.10 100.32 11 

5 (CU-46) 37.94 45.73 3.23 0.23 0.25 0.29 0.30 1.80 0.04 0.24 9.47 99.52 ” 

6 <BS- 1) 57.49 28.24 3.17 0.13 0.16 0.99 0.38 1.43 0.03 0.06 7.81 99.89 벼「소 。

7 <BS-2) 45.01 38.20 1.88 0.14 0.07 0.79 0.31 1.49 0.01 0.08 12.37 100.35 11 

8 <BS3-S) 56.69 28.71 1.39 0.14 0.09 2.34 0.45 1.46 0.03 0.14 8.41 99.85 1/ 

9 <BS-4) 54.54 29.76 1.84 0.14 0.09 2.36 0.44 1.42 0.03 0.08 9.21 99.91 ” 

10 (DB-l) 44.63 38.18 0.52 0.20 0.1 2 2.38 0.44 1.39 0.01 0.06 11.78 99.71 동복 

11 (DB-2) 53.36 33.30 1.18 0.16 0.09 0.52 0.34 1.26 0.02 0.07 9.57 99.87 ” 

12 (DB-3) 47.41 36.89 1.06 0.26 0.1 2 1.66 0.40 1.69 0.02 0.10 9.89 99.5 ” 

13 (DB-5l 47.92 34.67 3.00 0.25 0.15 0.27 0.30 1.98 0.03 0.10 11.20 99.8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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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rglass 조직올 보인다. 

- 홍주석 변정은 캐올리나이트에 의해 교대되어 가상으로 존재한다. 검은 색의 변정은 캐올리나 

이트로 모두 교대된 것， 중앙부에 홍주석의 core만 남아 있고 주변부는 캐올리나이트로 교대된 것 

퉁이 나타난다. 홍주석 core만 남아있는 변정은 원래의 홍주석 변정이 변정 주변부를 따라 캐올리 

나이트로 교대되었음올 나타낸다. 홍주석의 core와 주변부인 캐올리나이트는 매우 불규칙하고 

sharp하다. 

- 홍주석은 비변질 점토암에서는 매우 풍부한 광물이나 변질정도가 심한 점토암에서는 흔히나 

타나지 않는다. 납석은 점토암의 기질부에서는 일라이트와 연관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 홍주석은 캐올리나이트 및 납석과 항상 연관되어 있으며 납석은 점토암의 기질부에서 항상 

일라이트와 연관되어 나타난다. 

- 점토암 중에 산출되는 일라이트는 홍주석 또는 캐올리나이트 변정주위에서 편리방향올 따라 

배열되어 있다. 일라이트는 캐올리나이트에 의해 벽개면을 따라 교대되었음이 SEM 의 

back-scattered electron image에 의해 잘 확인된다. 

- 광학 및 전자현미경의 조성광물 및 조직분석에 의하면 원래의 변성 점토암은 클로리토이드， 

홍주석， 석영， 일라이트 납석， 탄질물 루틸 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에 고령토화 작용에 의해서 

심하게 변질되었음을 나타낸다. 고령토화 작용은 현재의 고알루미나 점토암을 형성하였으며 홍주 

석의 캐올리나이트로의 변질， 캐올리나이트 세맥， 닥카이트 및 낙크라이트 세맥 동은 고령토화작 

용이 열수기원임을 시사한다. 

5.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1) 합성 카오리나이트 기술개발 

- 연구비 절대부족으로 실험량이 불충분 

2) 화강암 풍화물 자원화 
가. 문제적 

@ 조사지역이 너무 광범위하여 전 조사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어렵다. 

@ 연구예산이 부족하여 분석비 둥이 모자란다. 

@ 철분제거등 고령토 정제 기술이 펼요하다. 

난」돼츠R 

CD 고령토 부존 가능지역올 선정， 정밀조사 필요 
￠ 분석비， 시추비둥 예산증액과 조사기간 연장펼요 

@ 고부가가치 고령토 생산을 위한 고령토 정제 팀 연계 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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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토결암의 산업소찌 자원화 

6. 연구성과 
1) 합성 카오리나이트 기술개발 ; ‘98 연도 봄에 학술발표 예정 

2) 화강암 풍화물 자원화 3차년도 완료 시점에 발표 예정 

3) 점토철암의 산업소계 자원화 3차년도 완료 시점에 발표 예정 

7. 차기년도 연구개발 계획 

가- 국내외 관련부야의 환경변화 

지금까지 상당량 수입에 의존하던 고령토자원올 I.M.F 시대를 마지하여 국내 고령토자원을 

개발활용함으로 외화절약， 국내관련산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원료 공급이 필요함. 

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당해연도 목표 및 내용 

1) Dickite질 납석(전남 노화도 파)을 이용한 인공카올리나이트의 성장조건확립 

2) 회 전식 (360 도) autoclave 제 작0 ，000 cc) 

3) 화강암 풍화물 분포지 및 부존량 조사(충남 및 전남북 지 역 ) 

4) 점토질암의 부존층준 정밀조사 및 점토질암내의 유용，불용광물특성규명 

- 최종목표 및 내용 

1) 국내산 원료를 이용한 판상 카올리나이트 합성기술 개발 

2) 화강암 흥화물 중에 함유된 고령토 및 골재 부폰량 확인 

3)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점토질암 자원의 부존상태 파악 

4) 점토질암 자원의 활용기술 개발 

다 연구추진 계획 

1) 합성 카오라나이트 기술개발 

세부연구분야 
월 단위 추진계획 

소요연구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문헌조사 

2) 회 전식 (360 도) 

autoclave 제 작 

3) 기기 시험가동 

4) 시료 채취 

5) 성장조건확립 

6) 대량생산체계 실험 

7) 보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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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강암 풍화물 자원화 

세부연구 월단위추진계획 
소요연구비 

분야 1, 2, 3, 4, 5, 6, 7, 8, 9, 10, 11 , 12 

’ 
자료수집분석 

자료수집분석 

l 

야외조사 (지질광상 및 풍화대조사， 시료채취) 
야외조사 

, 
화학분석 

화학 및 

물성시험 ’ 물성실험 

’ 보고서작성 보고서 작성 및 평가 

3) 점토질암의 산업소찌 자원화 

월단위 추진계획 
세부연구분야 

2 3 4 5 6 7 8 9 10 11 12 
소요 연구비 

-정밀 지질광상조사 

-유용광물과 불용광물의 

광물특성 및 물성 

-광물의 분리 

-보고서 작성 

라. 연구평가시 착안점 

1) 합성 카오리나이트 기술개발 

판상 인공카올리나이트 합성기술개발을 위한 성장조건을 확립하기위해 pH, 

온도， 압력， 농도 등의 변화에 따른 카올리나이트의 형태변화 및 전이 퍼 

(SEM 사진 및 x-ray 차트로 확인) 

2) 화강암 풍화물 자원화 
CD 화강암에 대한 지질광상 조사 및 풍화 면적 확인 

@ 화강암 풍화물에 함유된 고령토， 세골재의 함유비를 알기위한 입도분리 작업 실시 

@ 고령토를 구성하고 있는 광물규명올 위한 x-선 회절분석실시 

@ 고령토 및 세골재의 활용가능성 여부를 알기 위한 기기분석 실시 

@ 상기항을 종합하여 활용여부 검토 

3) 점토철암의 산업소째 자원화 

점토질암의 유용광물 및 불용광물 특성규명 과 이의분리방법 검토 

- 42 -



마. 소요연구비 내역 

가.총괄표 

비목 
비목 l 구분 

번호 

내부인건비 

2 개발보전금 

- 간접비 

·개발준비금 

3 외부인건비 

·야외인부 

·외부인건비 

4 직접경비 

-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재료 및 전산처리비 

• 시작품 제작비 

- 수용비 및 수수료 

5 연구관리비 

• 인센티닙 

- 하위과제평가비 

6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사업비 총액 

(단위 : 천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99. . ) (199. . ) (199 . 
비고 

비율( 비율( 비율( 
금액 금액 금액 

%) %) %) 

146,000 41.5 123,000 37.3 

85,848 24.4 68,000 20.6 

25,800 7.3 29,800 9.0 

1,800 1,800 

24,000 28,000 

70,863 20.2 89,499 27 

14,870 15,881 

9,256 12,185 

22,500 30,000 

14,795 25,600 

9,442 5,834 

4.0 3.3 
14,337 10,701 

13,899 10,086 

438 615 

9,000 2.8 9,000 2.8 

351 ,848 100 33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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