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開결쫓 땀￥究 

KR-97(C) -26 
昭究報告書(KIGAM Research Report) 

人工모래 利用한 E추石을 

남
 
덕
 
식
 
호 

동
 
선
 
정
 
주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Crushed Aggregates 

이
 
강
 
민
 
정
 

연구책임자:책임연구원 

연구참여자: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오성전무 

韓國資源짧究 pJT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Crushed Aggregates 
Lee Dong-Nam, Kang Sun-Duck, Min Jeong-Sik, Jung Joo-Ho 

ABSTRACT 

The Production of crushed sand in 1996 reached 8% of the total fine 

aggregats which was more or less 1% in 1994. 

This research concentrated to develop the up-to-data 없ld economical 

system for prouducing crushed sand. To do this, the efficiency survey has 

been carried out for crusher, classifiers and dewatering devices. 

From the survey, it was known that rock on rock type V.s.I., and 

Hydrocylone type sand unit are the most efficient crusher and classifier 

which are taking over 50% of the present market 

According to the quality evaluation, 33.4% was satisfied KSF 2558 

standard in finish modulus (F.M) and size distribution and 66.6 % 

appeared under the standard. 

In pilot test of crushed sand for better quality, the recovery of 56.9-57.9% 

could be achieved which had been only 55% as of now. And the finish 

modulus could be increased up to 2.86-3.23 which was 2.60-3.59 before. 

Accordingly, finish modulus of bellow 3.1 can be achieved when the wet 

type and apporpriate system to the characrteristies of the raw materials 

are used 

It was known that the direct production cost is 6674wonjm3 in case of 

160 tonjhr of production rate. It will be possible to produce 250,OOOm3 

yearly. For utilizing the sludges which contains 58% of Si02, the 

manufacting technology of A.L.C., has been developed. 

And it will be applicable to use as a soil activator of agricaltural land for 

nutralization and dewatering restri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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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서 로
 」

국내의 골재 수급 상황이 골재의 종류에 따라 수급 불균형올 이루고 있다. 즉 

골재수요는 신도시 건설고속철도건설둥 대형 국토개발 및 산업화에 따라 산업공단 

의 신설과 증가둥으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특히 잔골의 재원인 하천골재는 댐 

건설로 인하여 새로 생성되지 않올 뿐 아니라 환경보호법의 강화로 채굴할 수 있는 

가채잔골재(모래)량이 감소하는 반면 수요는 급증하여 하천골재의 대량개발로 급격 

하게 감소하여 고갈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나마도 채취되고있는 하천골재의 품질도 

극히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쇄석사(암석올 파쇄하여 

만든 인공모래)를 개발하여 대체를 위하여 당소와 오성산업과 1994년부터 공동연구 

를 실시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시험적 실용화 시설올 위한 시스템올 개발 설계하 

여 98년도에는 공동연구업체 골재 채취장에서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이 쇄석 

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스러지의 처리가 난재로 대두되어 이것올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러지로 경량기포콘크리트(A.L.C)개발과 농업용으로 활용방법으로 스러지 

를 이용한 상토(비료)개발 및 농지의 지력 개선재료로 활용방법둥의 기초 연구를 하 

여 쇄석사 제조비의 절감으로 경제성 제고에 노력하였다. 

대체 세골재로서 해사의 1996년말 기준 공급량은 30，591천m3이었다. 그러나 해사 

는 세척을 하여 사용한다고는 하나， 완전히 염분제거가 되지않으므로 구조물의 내구 

성 및 수명에 문제점이 있고， 입도 역시 세립화로 입도분포도 불량한 실정이다. 

새로운 대체 골재로 쇄석사는 조골재를 제조하는 공정의 연장선상에서 대개 

-lOrrνm이하의 석분을 이용하여 재마광으로 입도와 입형을 양질의 자연사와 같이 

제조한 인공 모래(쇄석사)로서 현재 국내에서는 개발초기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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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의 조골재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10rrνm이하의 석분이 년간 약 1,729 

만m3나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의 처리가 문제되고 있어 하나의 산업쓰레기화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석분을 재활용하여 쇄석사 제조방법을 업계와 연구소둥에서 개발 

하고 있는 초기 단계로서 쇄석사는 원료 암석의 물성과 조직 및 광물학적 성질， 화 

학적 조성둥의 조건에 따라 파쇄와 입형개선 그리고 분급방법올 달리해야하는 것으 

로 따라서 각 조건에 적합한 기종과 운전방법둥의 기술적인 분석 연구결과에 의해 

기종선택과 시스템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골재업계의 대부분은 석 

분올 파쇄하여 습식으로 미분올 분급하고 있는데， 쇄석사 생산공정에서 분급방법과 

기종이 다양하고 그 효율도 크게 다른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업계에서는 이들 기종에 대한 검토없이 설치 사용함으로써 그 효율이 낮은 

기종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미분 스러지 (sludge -200mesh) 발생량 

이 과다하고 또한 사용가능한 세립사가 스러지로 분리됨에 따라 쇄석사에 세립사부 

족의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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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국내·외 쇄석 개발 현황 

1절. 쇄석콜재 개발 역사 

쇄석은 채석한 후에 부서지거나 분쇄된 돌올 가리키는 용어이다. 쇄석의 “위치가 

격 (Location Price)"은 시장에 관련된 지질 매장물로서 위치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저가격 생산물이다. 많은 형태의 암석은 지각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초기 문 

명 시대 이후 가장 얻기 쉬운 자연자원으로 사용되어 왔다. 처음에는 도구나 무기로 

사용되었고， 다음엔 건설용 자재로 최근에는 농업과 화학에서 복잡한 산업과정에 이 

르기까지 넓은 범위에서 분쇄된 형태의 기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쇄석 산업의 초기는 찾아내기가 어려웠지만 그리스인 다음에는 로마인들의 위대 

한 첫 도로건설가들이 널리 석회암과 석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세기에 

쇄석 광엽은 노동집약적으로 큰 쇠망치와 삽올 든 남자들이 채석을 하며 대부분 도 

로와 철로건설에 사용되는 쇄석올 생산하기 위해 힘올 썼다. 대략 1815년 영국에서 

시작한 현대 쇄석 산업은 1858년 분쇄기 발명 이후 급속히 팽창했다. 이는 오늘날 

쇄석 산업과 크게 다른 것으로 점차 발전하여 노동집약적인 것에서 노동력이 채석 

장에서 쓰이는 매우 복잡하고 강력한 장비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자본집약적인 산업 

으로 되었다. 

미국의 경우 19세기 후반기 동안 철로 자갈이 산업에 주요 상품이었다. 1916년 연 

방 보조 고속도로 법의 통과와 수반된 고속도로 건설이 새롭고 중요한 거대 시장올 

만들어 냈다. 쇄석 산업은 특히 이 두 번째， 반세기동안 급속히 성장했다. 주로 고속 

도로(highway)와 철로 그리고 다른 건설공사에서의 급속한 수요 증가로 인해 생산 

량이 1928년도에 10，000만톤에서 1988년 12억 5천만톤까지 높이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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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쇄석사 사용은 1938년부터 개발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38년 229천톤에서 

1991년 55，600천톤으로 242배 증가하였다. 오늘날에 생산되는 쇄석과 파석의 양은 

미국에서 채굴 된 어느 다른 광물의 양보다 많다. 대개 미국에서는 국내 필요량의 

대부분올 충당할 만큼 충분히 생산하고 있어 쇄석은 자급자족하고 있다. 

대부분 건설용 골재로 사용되는 적은 양의 쇄석은 바하마스와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로로 수입되고 있다. 대부분 쇄석은 주로 접합재가 쓰이거나 안 쓰이는 골재로 건 

설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도로 기초나 표면 자재， 자갈 사석과 철길자갈 같은 곳이 주로 접합재없이 쓰이는 

곳이다. 고속도로와 도로 건설 및 수리와 주거 및 비거주용 건설의 시멘트와 역청질 

콘크리트에 쓰이는 골재는 접합재가 필요한 주요 용도이다. 나머지는 시벤트와 석회 

제조， 농업， 야금유동과 충전재와 중량재로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사이래로 석골재를 사용하여 왔다. 삼국시대에는 성벽구축동 토목건 

축에 이용되었으나 근대 산업화로 전이되면서 골재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특히 1960 

년대 이후 경재개발과 국토개발 및 산업화와 대도시화로 골재수요는 폭발적으로 증 

가함에 따라 자연골재는 한정되어 있고， 냄건설에 따라 새로운 골재는 형성되지 않 

고 채취만 증가함으로서 자연골재는 고갈단계에 이르고 있어， 바다골재 및 산립골재 

의 개발의 증가와 쇄석사(부순모래)의 필요성에 따라 쇄석사 제조개발 연구에 각 업 

체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쇄석사는 못 만들고 있다. 즉 실적율이 53% 

이상 조립율(FM) 2.75의 적당한 입도가 분포된 쇄석사를 제조하는데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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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국내 개발 현황 

1) 국내업체 및 시설현황 

국내 쇄석 인공사 생산 현황올 분석하여 보면 97년도 산림골재 둥록업체는 4397R 

업체이고 토목공사시 발생하는 폐석올 이용한 단순 파쇄업 둥록업체가 84개업체로 

총 전국 골재 생산업체는 1，1567R 업체이다. 이들 업체중 쇄석사를 제조하는 업체는 

46개 업체로서 1997년 조사시 가동하는 업체가 43이며 휴업체가 3개이다. 

이들 쇄석사 시설업체를 파쇄시설 유형별로 보면 표.2-1과 같다. 

표 . 2-1 쇄석사업체의 파쇄시설분류표 

쇄석사 파쇄기 기종별 

V.S .I V.S .I Rod Roll Ball 

Rock on Rock Rock on Steel Mill 
Cone 

Mill Mill 

46 27 5 6 2 4 

쇄석사 분급기 시설 유형별로 분류하여보면 표.2-2와 같다. 

표. 2-2 국내 쇄석사 제조업체의 분급기 시설 기종별 분류표 

Hydro 
Spiral Screw Classifier Dry Type 

Air 기타 } Cyclone Drum Type Open Type Trommel Back filter 
Separator 

26 10 11 2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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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에 산림골재 생산량이 약 49，416천m3이고 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석분 

발생량이 약 1 ，729만m3이다. 이중 쇄석사 제조에 소요된 석분은 약 820만m3이고 

쇄석사 생산량은 6，933 ，590m3이며 미분스러지 (-200mesh) 발생량은 1 ，316천m3 추정 

된다. 

이 쇄석사를 분석해 보면 단순 사분(채질)올 하거나 초기에는 미분분급을 광산에 

서 사용하던 스파렬 크러시파이어 (Spiral Classifier)와 이를 대형화하여 수평으로 설 

치하여 말미에 버캘CBerket)으로 건져 올리는 장치를 한 형(型)둥올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1994년 이후 하이드로 사이크론(Hydro Cyclone)을 사용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트롬멜(TromeI)올 사용하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2) 국내 쇄석사 생산현황 

쇄석사 생산통계는 건설교통부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연구 

에서 국내 쇄석사 생산업체 50여개 중 43개업체를 조사한 결과 표.2-3과 같이 1996 

년도 쇄석사 총 생산량은 6，933，590m3로 집계되었다. 

나머지 7개업체는 휴업둥으로 조사를 못하였으며 조사된 업체들의 시설규모는 

4,518m3/hr 이나 이것올 96년도 생산량과 가동일수와 시간둥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 

당 실처리량은 3，041m3로 가동효율이 64%와 년간 총가동율이 53%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이 효율과 가동율이 낮은 원인은 겨울철 2-3개월 가동정지와 우기의 가동율 

저하 및 지역과 계절적인 요인으로 쇄석사의 수요 감소， 원료 공급의 곤란둥의 원 

인과 기기수리 및 가동 기술력 부족둥을 들수 있겠다. 

수요의 안정성과 기술력 향상만 된다면 기후로 인한 가동율 저하는 어느정도 극 

복할 수 있어 20%이상올 현시설로 중산할 수 있으며 그동안 계속 쇄석사 제조 시 

설의 증성과 운휴업체의 가동으로 급격한 중산올 가져올 것으로본다. 

쇄석사의 공급면에서 1994년대초에는 1%의 쇄석사 생산공급이 1996년도에는 세 

-10-



골재 국내 총공급량은 88，871천m3이고 쇄석사 생산량은 6，933 ，590m3로 쇄석사가 약 

8%를 점하는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1997년도에는 쇄석사 생산량이 전년대비 약 

32% 증가한 약 9，l72，200m3을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96년도 생산량을 

암석종류별로 쇄석사 생산올 살펴보면 표.2-3에서 화강암 쇄석사가 약 3,290,367m3 

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편마암류 875,728m3, 안산암류 827,60üm3, 규암이 

760,510m3
’ 천매암 및 셰일이 280,OOOm3, 화강암 풍화토 220,mom3, 반암류가 

196,OOOm3, 기타 잡석이 386,885m3, 현무암이 19,500m3, 백운석 및 석회암이 

77，OOOm3으로 나타났다 

표. 2-3 암석종류별 업체별 쇄석사 생산규모 및 가동율 

lQ;tt 
96년도 97년도 공청 

실처리량 
년간 

암석의 
실적 계획 생산규모 

생산효율 
가동융 

종류 
m3 m3 m3까lr 

m3!hr (%) 
(%) 

K-4 화강앙 81.367 120.000 100 90 90 45 

K- 6 화강앙 233，α)() 250，αm 100 70 70 56 

K-8 화강암 210，αm 360，α)() 125 75 60 83 

K-12 화강암 945，αm 1 ，200，αm 220 껑O 100 64 

K-13 
화강 

600，이)() 700 ，αm 
섬록암 

250 230 92 86 

K- 15 화강암 201 ，αm 300,000 125 80 64 83 

K-18 화강암 200，αm 180，αm % % 60 45 

K-21 화강암 40,000 80，αm 60 37 61 80 

K-22 
화강암 

168,000 
마사토 

125 70 56 41 

K-26 화강암 20，αm 운휴 50 40 80 21 

화강앙 
360，α)() 360，αm K-27 

안산암 
100 75 75 80 

K-29 
우백질 

80，αm 100，αm 60 47 78 81 
화강암 

K-30 화강암 320，αm 400，아m 125 80 64 60 

소계 3,290,367 4，218，αm 1530 1204 앉50 825 

평균 274,197 351 ,500 118 93 7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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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6년도 97년도 공칭 

실처리량 
년간 

암석의 
실적 계획 생산규모 

생산효윷 

종류 m3써r (%) 
가동융 

m3 m3 m3/hr (%) 

K-1 안산암 200，α)() 250，α)() 125 80 64 60 

K-9 안산암 240，αm 125 % 72 71 

K- lO 안산암 40，αm 40，αm 125 50 30 16 

K-34 안산암 190，αm 250，αm 250 112 45 60 

K-35 안산암 120，αm 120，αm 100 50 50 80 

K-38 안산암 33,600 67,200 50 20 40 28 

K-47 
안산암 

30，α)() 40，αm % 75 83 28 
유문암 

K-2 유문암 170，αm 200，이m 125 80 64 60 

K- 31 유문암 44，αm 44，αm 70 50 71 48 

소계 앓7，600 1,251 ,200 1,060 607 519 451 

평균 103,450 139,022 118 67 58 50 

K-7 
화강 

당56，αm 앉)()，α)() 125 100 80 80 
편마암 

K-ll 
화강 

54，η8 50，αm 60 45 75 30 
편마압 

K-19 
편마암 

30，αm 100，αm 120 60 50 40 
편암 

K-28 
연마암 

200，α)() 250，αm 90 70 79 79 
현암，규앙 

K-42 편마앙 35，α)() 45，αm 80 50 63 

소계 f575,728 1 ，355，α)() 475 325 347 229 

평균 175,146 271 ，아)() 95 65 69 57 

K-23 현무암 3，5α〕 운휴 50 40 

K-24 현무압 10，αm 10，αm 50 17 34 25 

K-25 현무암 6，αm 6，αm 50 11 22 23 

소계 19,500 16，αm 150 68 56 48 

평균 6，:많)() 8，αm 50 23 2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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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년도 97년도 공청 
실처리량 

년간 
앙석의 

실적 계획 생산규모 
생산효율 

m3!hr 총류 
m3 m3 m3!hr 

(%) 
(%) 

K-16 마사토 
96년 10월 

150,000 % 80 89 63 
개광 

K-32 마사토 70,000 70，αm 80 38 48 29 

K-37 
마사석분 

150，αm 250，αm % 65 72 77 
매입 

소계 220，αm 470，αm 260 183 209 169 

평균 110，αm 156,667 87 61 70 56 

K-14 반암 156，αm 156，αm 90 50 56 69 

K-33 
반암 

(화강암) 
40，αm 70，αm 50 42 84 35 

소계 196，αm 226，아lO 140 92 140 104 

평균 98，αm 113，αm 70 46 70 52 

K-36 
천매암 

180，αm 180，αm 93 80 86 75 
연암 

K-39 경화셰일 100，αm 100，αm 100 80 80 52 

소계 잃0，αlO 280，αm 193 160 166 137 

평균 140，αlO 140，αm 97 80 83 64 

K-3 잡석 224，αm 224，αlO 125 80 64 83 

K-5 잡석 162,885 200，αlO 100 50 50 59 

소계 386，잃5 424，αm 225 130 114 142 

평균 193，여3 212，αm 113 65 57 71 

총계 6,933,590 9,172,200 4518 3041 2764 2273 

총평균 173,340 껑3，712 105 71 6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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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외국의 개발현황 

1) 미국 개발 개요 

쇄석 인공사의 개발 사용이 가장 오래된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1858년) 분쇄방법 

을 시작하여 급속히 구라파 각국에 보급 개발되었으며 미국은 1916년 연방 보조 고 

속도로법의 통과로 급속성장올 보게 되면서 1938년대에 환경보호와 대도시 건설둥 

으로 자연모래의 고갈과 자연모래를 구득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쇄석인공사(암석을 

부순 모래)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60년전통의 역사로 표.2-4와 같이 1991년도에는 

5，500만WT을 생산 공급하는 규모로 발전하였다. 

표. 2-4 미국의 쇄석사 생산현황 

연도 양(WT) 

1938 229.000 
1956 2.560.000 
1974 8.636.000 
1978 6.576.000 
1980 20.241,000 
1982 23.000.000 
1983 25.000.000 
1985 35.α)().αm 

1987 35.800.000 
1989 49.500.000 
1991 55.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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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개발 개요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쇄석사 개발 사용은 약 30년에 걸쳐 쇄석사 생산올하여 

왔으며， 1993년도에 쇄석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가 18，609명이고， 콘크리트용 쇄 

석사는 29，201천M1T올 생산하여 공급하였으며， 총 쇄석 골재 생산량은 4억 3천 5만 

톤에 달하고 있다(표.2-5참조). 골재원암의 종류별로 분석해보면 사암， 안산암， 휘록 

암， 접판암， 조면암， 현무암， 화강암의 순으로 골재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표.2-6참 

조). 

표. 2-5 日 本 年度別 짧石 生훌量 表 (用途 .品種別)

( 單位 : 1000t ) 

道路用 콘크리트용 其他用

年度
事業

合計
所敵

單位 fil度
철도 

용 크라샤 스크 單*.iL度 훌j要 
計 度R후 調整

링 
其他 計

降石
R후沙 計

石
其他

홉石 
RUN 

E 

1992 1,677 456,980 261 ,123 45,197 27,095 155,946 9,508 23,377 147,307 118,012 29,296 2，0얽 46,462 16,530 29,933 

1993 1,664 쟁5，849 249,622 43,688 27,074 148,707 9,092 21 ,061 141 ,420 112,219 29,201 1,684 43,122 15,154 27,969 

표. 2-6 日本 뿜石 骨材 原E 採取 總括表

( 單位 : 1000t ) 

原 E 岩 石 .lIIJ 採 取

年度

용取 消톨 
花빼 1)(1. BI톨 

BI월 !9월 •• *용面 
윷山윌 

玄jt;
훌월 iJ>윌 見윌 

f6뼈 .~ 片M tt양 i흩옮 
其{벼 

월 岩 월 윌 윌 >ll 월 岩 岩 월 片윌 

1992 
473.여 479.88 lα700 

4.536 2.α19 9.214 3β28 17.127 15.001 112.173 14.519 1.178 170.817 4.416 15.368 7,256 6.862 1 ，잊l2 8.449 67.πl 
5 0 

19931~88145~.86111 ，087 14β54 1 2.114 1 8.302 1 3.잊XJ 1 16.1781 13,283 1 1aJ.826 1 14.8001 1,2861 163.66614.여4114.281 1 7.157 1 6，~ 1 1.얹19 1 8.330 167.S: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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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의 쇄석사 생산현황 

유럽의 쇄석사 생산협회에서 조사한 유럽 각국의 1988년도 자연사와 쇄석사 생산 

량은 표.2-7 및 2-8과 같다. 1980-1988기간에서 검토결과 1985년과 1986년도 독일과 

벨지움， 이태리둥의 생산량은 최소치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은 1988년도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독일 이태리 벨지움 헝가리 )10년기간에 처음의 

수준으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반면에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생산이 중단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 자연사 

생산은 지질적인 이유로서 45%를 생산되는 영국을 제외하고는 항상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반면에 표.2-7에서와 같이 세골재 총수요에 대하여 쇄석사의 공급 

규모는 영국이 55%로 가장 많으며 벨지움 47%, 프량스 43%, 이태리 41%둥 30%이 

상 쇄석사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국가는 5개 국가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래 총수요의 8%로써 걸음마단계임올 알수 있다. 각 국가별 생산의 

분석은 실제적으로 생산수준은 소비수준에 관해 의무적으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만족할 만한 통계자료는 되지 못하며， 이를 해소키위해 상호 국가간의 긴 

밀한 협조로 정확한 자료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각국은 인접국과 골재의 수 

입， 수출올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골재 개발의 동기는 품질， 경제성， 국제적 상업올 고려한 세분화 하였기 때문이며， 

유럽의 북쪽 특별지역 네텔란드 벨지움 독일 스위스 프랑스동의 각 국가간의 중 

요한 유통올 약속하고 있고 그 유기적인 유통계통은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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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1988년도 국가별 생산량 

(단위 : 100만톤 ) 

구분 자연사 쇄석사(A) 합계(B) NB(%) 생산량ν주민/년 

독일 287 123 410 30 6.7 

효랑스 214 164 378 43 6.8 

영국 130 161 291 55 5.2 

이태리 167 118 잃5 41 5.0 

스웨멘 68 22 90 24 10.7 
오스트리아 60 25 85 29 11.2 

스위스 44 11 55 20 8.2 

필랜드 42 8 50 16 10.1 

덴마크 41 5 46 11 9.0 

헝가리 33 7 40 18 3.8 

벨지움 20 18 38 47 3.9 

스페인 통계자료 없음 

표. 2-8 유럽국가별 자연사 생산량 

80%이상 
60-80 50-60 

50%이하 
(%) (%) 

멘마크 스혜멘 이태리 영국 

필랜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독일 벨지움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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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유럽의 쇄석사 유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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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개발 종합 검토 

이들 선진 외국의 쇄석골재 즉 쇄석사의 생산기기를 보면 대개 과거 광산에서 

사용하던 죠크러셔(Jow Crusher), 콘크러셔 (Con crusher) , 자이레토리크러셔 

(Jaratory Crusher>, 롤 크러셔(R이1 Crusher) 또는 로드 밀(Rod-Mim ， 임팩트 밀 

(Impact Mim , 케이지 밀 (Cage Mim , 둥과 분급은 스파이럴 스크류형 (Spiral Screew 

Type)의 크러시파이어 (Classifier)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새로 개발하 

는 석산은 신개발된 파쇄 및 입형기인 버티칼 샤프트 임팩트형 (Vertical Shaft 

Impact Type) <il 뉴질 랜드 바막(Barmac) 또는 유사한 V.S .I(Vetical Shaft Impact)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외에는 대부분 기존의 광산용기장비를 사용하는 경향이다. 

특히 분급기에 있어서는 스파럴 크라시 파이어 (Spiral Classifier) 또는 이것을 대 

형화로 개량한 크라시 파이어 (Classifier)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구라파에서는 프 

랑스 M.S사에서 개발한 하이드로 사이크론(Hydro Cyclone)과 탈수기를 접목한 샌 

드 유니트(Sand Unit)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제품이 여러사에 

서 모방개발하고 있으나 필자가 96년도에 이태리 베로나(Verona)에서 개최한 세계 

건설기장비 박람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M.S사의 것이 가장 우수한 기능을 가 

진 샌드 유니트(Sand Unit)의 분급 및 탈수기로 판단되었다. 이 샌드 유니트(Sand 

Unit)는 국내에도 많이 도입되어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 

선진국과 국내의 쇄석사 생산량을 검토해보면 미국이 1991년도 55，600천톤올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일본은 1993년 기준으로 조골재 생산량의 26%인 29，201천톤올 생 

산 공급하고 있다. 또한 유럽은 총세골재에 대한 쇄석사의 공급율이 11%에서 55% 

까지 생산 공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1996년 기준으로 8%생산공급은 쇄석사 생산 

역사에 비해 급성장 하고 있음올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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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국내 쇄석사 제조 시스템 조사분석 

1절 쇄석사 제조 유형 

쇄석사(부순모래)는 천연모래와는 달리 암석올 크러셔둥으로 파쇄하여 인공적으 

로 모래를 만든 잔골재를 말하며， 따라서 쇄석사는 조골재(10-25rrv'm골재)를 생산하 

는 기존의 석산에서 부산물인 석분둥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일반적 

이다. 

일반적으로 골재생산을 석산에서 발파로 채석올 하여 1-3차 파쇄와 사분 스크린 

을 거쳐 만들어지며 ，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분이 암석의 물성과 습윤정도에 따라 

스크리닝 (Screening)이 잘되는 입경인 8rrv'm, lOrrνm， 13rrνm동의 대개 3종류의 석 

분이 부산물로 산출되고 있다. 

이들 석분은 조골재 생산시 투입되는 원료석의 약 25-35%의 석분이 발생되나 원석 

의 물성과 풍화둥으로 40%까지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조골재 생산 시스램은 원료암석의 물성에 따라 기계종류와 계통이 다소 차이가 있 

으나， 그림 .3-1과 같은 대표적인 조골재 생산 시스템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 

제조 시스템은 석산의 각종 생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다. 

국내 골재업계의 현실정이 조골재 생산시 전국 석분 발생량이 약 1 ，700만m3에 달 

하고 있어 이 석분올 과거에는 주로 브록크용 시멘벽돌용， 아스코용둥으로 이용되었 

으며 건축양식 및 건축 자재의 발달과 건축기술 발전으로 시벤트 벽돌 및 브록크 

사용이 미미해 짐에 따라 하나의 산업폐기물화 되어 폐기시킴으로서 적치장 부족과 

처리비용의 과다둥 석분의 폐기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 

하고 폐기처리 비용올 절감시키는 방법으로 쇄석사 제조 원료로 조골재 (10-30rrv'm) 

생산에 발생하는 석분올 사용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 

으며 원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득할 수 있어 경제성올 제고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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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석사 제조의 기본 시스템은 습식 시스템과 건식 시스템으로 대별되고 생산과정 

은 파쇄과정， 분급과정， 후처리과정둥 크게 3단계로 거쳐 생산된다. 양질의 쇄석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3단계로 거쳐서 생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골재업계에서 쇄석사 제조법의 개발 초기 단계이고 건설 및 콘크리트 업계에서도 

쇄석사 사용의 정착이 되지 않은 단계로서 쇄석사 제조 업체에 따라 파쇄， 분급， 후 

처리둥 3단계중 어느 한 과정올 생략하여 생산함으로써 불량한 쇄석사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다. 

즉， 석 분올 재 마광올 하지 않고 스파이 럴 스크류 크라시 파이 어 (Spiral Screw 

Classifier)나 트롬멜(TrommeD둥으로 분급만올 함으로써 lmm에서 +200메쉬 (mesh) 

의 세사(잔입자)가 스러지 (sludge)쪽으로 많이 분리되어 쇄석사의 입도 분포가 불량 

할 뿐 아니라 조립사는 각석 또는 편석이 많으므로 콘크리트의 작업성 저하둥 불량 

한 쇄사를 생산하는 경우가 었다. 따라서 양질의 쇄석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이 3단계의 과정올 거쳐서 생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각 생산단계에서는 각종의 기장비가 필요하며 이들 기장비를 원료 암 

석의 물성과 제품의 종류를 고려하여 어떻게 배열하여 생산시스템올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생산품의 경제성과 사업성의 성패가 좌우된다. 특히 같은 기종이라도 기장비 

의 성능과 내구성올 고려한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습식시스템은 그림 .3-2와 같으며 건식시스랩은 그림. 3-3과 같다. 이 제조시스랩 

은 석산의 각종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된다. 예를들어 양질의 쇄석사를 제조하기 위 

해서는 석분올 이용하였올 때 대개 1차 크라싱 (Crushing)에서 마광올 하게 된다. 따 

라서 여기서 각석과 편석올 파쇄와 모난 것올 깎아서 자연사와 같이 원마도를 높 

이기 위한 입형개선기이며， 근래 개발한 V.S.I형의 바막 두오팩트(Bar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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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opector)를 사용하는 것 이 좋다. 그러 나， 석 회 암과 같이 위 약한 암석 은 수평 형 임 

팩트 크러셔(Hrizonta1 Irnpact Crusher)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양질의 쇄석사 제조에 있어 모래와 미분스러지의 분급이 중요하다. 분급기 

로서는 Spiral Screew형의 분급기가 있는데， 이것은 스파이럴 스크류형올 대형화하 

여 수평으로 설치하고 말미에 버켈올 부착한 대용량의 분급기로서 이것을 오픈형 

(Open Type)과 드럽형(Drurn Type)둥이 있다. 가장 최근에 개발보급하고 있는 

Sand Unit는 하이드로릭 사이크론(Hydrolic Cyc1one)과 탈수 스크린을 접목시 킨 것 

으로 분급효율과 탈수 효율이 매우 우수한 것이 보급되고 있다. 

후처리는 분급된 미분스러지를 탈수하여 처리하는 공정으로 침전지를 여러단계로 

하여 침전된 스러지를 처리하는 재래식과 스러지를 웅집제로 웅집하여 데칸데이손 

(Decandation)으로 농축한후 Filter Press로 탈수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탈수가 

우수하며 cake 수분함량이 25%이하이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탈수하는 벨트프레스는 

수분함량이 50%이하이고 웅집제 약품이 많이 소요되고 벨트의 수명도 짧아 원가가 

높은 단점이 있다. 이 필터프레스(Fi1ter Press)로 케크화하여 폐기하는 것과 벨트프 

레스(Be1t Press)로 탈수 하는 방법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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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조골재 제조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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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습식 쇄석사 제조 시스템의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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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파쇄 및 입형개선기 

1) 파쇄기의 개요 

쇄석사의 파쇄를 위한 파쇄기 선태과 그 시스템 공정은 원료 암석올 사용할 때 

는 암석의 물성이 고려되고 8m/m - -13nνm 입자의 석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 

리 하여야 한다. 쇄석사 파쇄기의 종류로는 호리존탈 임팩트(Horizontal Impact), 버 

티칼 삽트 임팩트형 (V.S .I Type), 디스크 콘크러셔(Disk Concrusher), 자이라토리 

크러셔(Jyratory Crusher), 케이지 밀 (Cage mim , 롯드 밀{Rod mim, 튜브 밀 {Tub 

Mim, 롤 크러셔(R이1 Crusher), 함머크러셔 둥이 있다. 

이들 파쇄기 중에서 주로 V.S.I형이 파쇄와 입형개선(각진 모래의 각을 마광하여 

자연사와 같이 라운딩 시키는 것)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파쇄효율이 습광일 때 

30-40%의 파쇄효과가 있으며 건식(건조된 쇄석)일때는 그 효율이 떨어져서 30%(당 

소 실험치)이하로 낮아지나 입형개선 효과는 어느 파쇄기보다 탁월하다. 

이 V.S.I형은 Rock on Rock Type, Rock on Steel Type이 있으며 Rock on Rock 

Type은 로토돼토형(Rotopactor Type)과 두오팩토형(Duopactor Type)이 있는데 두 

오팩토형이 시간당 처리량이 377톤으로 로토팩트형의 317야lr보다 처리량이 많으며 

전력소모량은 로토팩트가 373kw/hr/t으로 많다. 따라서 국내에 수입 사용되는 것이 

주로 두오돼트형이며 이와 유사한 것올 독일 일본 국내에서 제작품올 구입 사용하 

기도하나 그 효율은 뉴질랜드형 두오돼토 바막(B하mac)형만 못하다. 그림. 3-4는 

바막 두오팩토의 구조와 파쇄과정올 셜명하는 것이다. 

그외에 Rock on Steel Type도 상당히 수입 사용하고 있다. 이 파쇄기도 파쇄효율은 

높으나 입형개선 효과는 적은 편이다. 파쇄원리는 로터에서 원심력에 의하여 뿌려진 

원료석이 라이너에 부착된 톱이형 또는 판상의 엔벌에 부딪혀 파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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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과정에서 돌과 돌이 어느정도 부딪혀서 마광되기도 한다. 두오팩트형은 

라이너 부분에 암분과 암편이 빌드 엎(Build up)되어 라이닝 역할을 하며 라이너는 

보호되고 돌과 돌들이 부딪혀서 파쇄되고 마모되어 각여서 원마도를 증진시키는 것 

이 다르다 하겠다. 사진. 3-1은 두오팩트형의 v.S.I의 외형과 그림 .3-4는 가동 파쇄 

원 리 이 다. 이 와 유사한 v.S.I는 사진 3-2 및 3-3와 같다. 

디스크 콘크러셔는 일반적인 콘크러셔의 일종으로 맨틀의 간격조정올 유압으로 

파쇄실올 약 6mrn의 진폭으로 진동시켜 파쇄하는 것으로 디스크(Disk)형과 리크형 

<Ric Type) 두 종류가 있으며， 주로 일본 석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도 

도입사용하는 석산이 2개정도 있다. 그림 . 3-5 및 3-6은 리크형의 구조와 작동원리 

를 설명한 것이다. 

Horizontal Impact Crusher와 케지 밀은 주로 석회석과 같이 물성이 위약한 암석 

에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에서는 사용하는 석산이 있으나 국내에는 임팩트 크 

러셔 만 일부 석산에서 사용하고 있다(사진. 3-4 참조). 롯드 밀은 국내에서 6개석산 

이 사용하고 있으며 파쇄와 입형개선 효과는 있으나 롯드의 마모율이 높아서 생산 

원가가 높다. 튜브 밀은 국내에 설치한 석산이 1개 있으며 이 종류의 밀 (Mill)은 광 

석의 선광을 위한 것으로 석산에서는 경제성이 없다. 

롤 크러셔는 국내에서 사진 . 3-5와 같은 트리플 롤을 개발하여 일부석산에서 사용 

하고 있으며， 파쇄효율은 85%이상으로 좋고 미분 발생량이 적으며 편석과 각석 발 

생이 적은 점이 있다. 또한 처리량이 50m3fhr 내외로 양산올 위하여는 여러대를 설 

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물성이 강하고 질긴 암석올 사용하는 석산에서는 파 

쇄율이 낮은 v.S.I형의 임팩트 보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함마 밀은 풍화암이나 연한 암석에 적합하나 함마의 마모가 심하여 경제성이 없 

게 되어 쇄석사 개발초기에는 이 함마 밀을 사용한 석산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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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쇄석사 파쇄는 전력과 부품소모가 적고 단위 생산량이 커서 경제적이면서 

파쇄된 쇄사가 육면체로 파쇄되는 기종을 선택해야 한다. 원료암석의 물성을 고려하 

지 않은 기종 선택은 각석과 편석을 다량 발생하게 함으로서 실적율이 낮아지고 조 

립율(F.M)이 커지고 유동성올 저하시키는 불량 쇄석사를 생산하게 된다. 

쇄석사 파쇄 시스템은 그림. 3-2, 3-3과 같이 습식과 건식이 있는데 건식에서의 

파쇄기능은 V.S.I형의 임팩트， 롤 크러셔， 리크콘크러셔， 자이레토리 크러셔， 함마크 

러셔， 케이지 밀 둥이 사용되고 있으며， 습식에서는 Rod-Mill. Tube Mil1둥이 있으 

나 주로 Rod-Mill을 사용한다. 

한편 제조 시스템의 중요한 결정사항이라 할 수 있는 습식과 건식 시스템의 특정 

을 비교하면 표.3-1와 같다. 이것은 일본에서 장기간에 걸친 연구 및 생산결과를 근 

거로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관련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 

과 국내의 각종 생산 조건이 차이가 있올 수 있으므로， 습식과 건식 시스템에 대한 

장단점이 일부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과거에는 대부분 습식 

방식이 채용되었는데 최근에는 건식 시스템을 채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환경규제의 강화에 의하여 폐수처리에 어려움이 많아졌고， 파쇄기 및 분급 

기의 성능향상에 의하여 건식으로도 쇄석사의 품질확보 및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으 

며， 쇄석사의 품질 수준별로 활용과 적용방안이 확립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재 기술적인 측면과 생산량 및 생산효율둥올 고려하여 거의 

가 습식시스템올 채용하고 있으며， 건식시스댐에 의한 생산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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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 

그림. 3-4 V.S .I 파쇄기의 파쇄원리 

’양 入 口

1차원생혁 

이프 

2차헨싱력 

땅건고무 

2l!i:1Æft'力

(11C1 2I찌’ 
연톨스로 
55mm 

그림. 3-5 리크 구조도 그림. 3-6 리크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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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3-1 V.S.l형 Barmac Duopector 

사진. 3-2 V.S .I 남아연방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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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 V.S.I 남아연방 제작 

사진. 3-4 Horizontal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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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5 Triple Roll Crusher 

표. 3-1 습식시스템과 건식시스템의 특정 비교 

구분 건식시스템 습식시스댐 

설비비 
건식 분급시설비 크다 건식보다 낮음 

습식보다 약간 높음 스러지 처리 시설 고가 

운전비 건조에너지 소요 음집제 시약 비소요 

파쇄 
파쇄효율낮음， 생산량 감소 

입형，입도 좋음 
업형，입도 좋음 

;닝r 二it
미분제거효과 낮음 미분제거 효과 큼 

함수율>2%이면 분급효과 저하 건식보다 대량생산 용이 

후처리 
미분이 분말로 재활용 용이 폐수처리 필요 통상 슬러지 케이크 

석질에 따라 미분의 유효이용 가능 재활용 용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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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쇄석사 파쇄시스템 구성시의 검토사항 

부순모래의 제조설비로는 크렷셔(제사기)를 정점으로해서 Bin, Feeder, 콘베이어벨 

트， 스크린， 분급기 ， 탁수처리시설， 제어기기 및 경우에 따라서는 입도조정시설， 집진 

장치， 건조장치 둥이 필요하며， 각각의 기계장치가 원료암석의 물성에 따라 적절하 

게 조합설치 되어야 요구되는 품질의 쇄석사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원재료 

(조골재 또는 석분)， 쇄석사의 용도(콘크리트용， 도로용， 벽돌.블럭제조용 둥)， 생산방 

법(건식，습식)， 생산기간과 생산량， 전력， 기상.환경조건， 용수조건， 기계장치의 설치 

및 운전 유지에대한 기술력둥이 고려되어야 비로서 하나의 제사시스댐이 완성된다. 

최종결과물인 쇄석사의 품질 및 생산원가는 쇄석사 제조시스템올 어떻게 구성하느 

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된다. 

쇄석사 제조 시스템은 습식과 건식으로 대별되고 있다. 

따라서 표. 3-1에서와 같이 습식으로 할 것인가 또는 건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선 

태은 원료 암석의 물성， 용수 관계， 주위 환경 및 개발 여건， 미분의 재활용 여부 또 

는 활용 방향 생산 규모둥올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할 것이다. 

파쇄기는 쇄석사의 입형 개선효과와 파쇄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어야 좋올 것 

이다. 그러나， 이들 양자의 효율이 다 좋올 수 있는 기종은 거의 없다. 즉 업형 개 

선과 파쇄효과는 반비례 경향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파쇄기는 

충격식과 분쇄식， 압축식둥으로 대별 할 수 있다. 

왔 충격 식 - V.S .I (Veπic머.Shaft.Impact) ‘ Rock on Rock Type 

(입형 양호함，건식) 

. Rock on Steel Type 

(입형 보통) 

- H.S.I (Horizontal.Shaft.Impact) (사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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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mmer Crusher 

부품 소모가 과다하여 현재 별로 사용 안함， 건식 

했분쇄식 - Rod Mill (롯드 마모 심하여，경암 및 초경암에 부적합， 습식) 

- Tub Mill (B려1 Mill) (미분쇄용으로나 양산이 곤란， 습식) 

- Cage Mill (석회암 및 셰일둥 연암에 사용， 건식) 

※ 압축식 - Cone Crusher Disk Cone Type 

(결정질 경암에 적합， 입형 큐빅， 각석) 

Ric Cone Type 

(결정질 경암에 적합， 입형 큐빅， 각석) 

- Roll Crusher 1단 Roll Crusher (파쇄 효율 낮음) 

2단 Roll Crusher 

(Triple Roll Crusher，파쇄효율 높음，입형 큐빅)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쇄기의 대표적인 것이 V.S.I형의 Rock on Rock 

Type이다. 이 기종도 뉴질랜드에서 개발하여 미국의 Svedala회사에서 제작한 것이 

가장 성능이 좋으며， 이 기종도 Duopactor형과 Rodopactor형이 있다. 전자인 

Duopactar형은 쇄석사 제조에 있어 파쇄와 업형개선 효과가 탁월하다. 그러나， 경암 

이나 초경암일 경우 파쇄효과가 31%이하로 저하 하기 때문이다. 양산올 위하여 파 

쇄효율이 85%이상인 Triple Roll올 보완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올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이 Duopactar형 V.S.I의 파쇄기가 일본， 남아연방， 독일， 한국둥에서 유사 제품 

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나 성능이 떨어진다. V.S .I 형 중에서 Rock on Steel 형은 위 

로 투입된 원료석이 로터의 립에 의해 원심력으로 뿌려지는 원리는 같으나 Rock 

on Rock의 Duopactar형은 라이나 측에서 Build up되어 라이닝 역할올 하나 Rock 

on Steel Type라이너 측에 앤빌(Anvil)이 톱니형으로 배열되어 원료석이 앤빌에 부 

-34-



딪힘으로서 파쇄효율은 크나 엔빌의 소모가 많은 것이 결점이다. 

이 외에도 건식 파쇄기로서는 Horigontal Impact(H.I) Crusher, Cone Crusher 

Triple Roll이 사용되고 있다. H.I형은 석회암 또는 셰일 ，풍화암 파쇄용으로 사용하 

는 것이 적합하다. 습식 시스탱의 파쇄기는 Rod Mil1, Tub Mil1이 있는데 주로 Rod 

Mil1올 사용하고 있으며 Tub Mil1둥의 Ball Mil1올 미분쇄용으로 금속 광산에서 사 

용하는 것이다. 

3) 파쇄기 종류별 쇄석사 입형검토 

국내의 석산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쇄석사 파쇄기종별로 입형개선정도를 파악 

하기 위하여 Rock on Rock Type V.S.I 파쇄기 사용 2개 업체와 Rock on Steel 

Type V.S .I 파쇄기 사용 4업체， Rod Mi1l사용 3개업체， Disk 또는 Rick, Cone 

Crusher 사용 3개업체의 각각 시료에 대하여 업도분석을 한 각 시료의 8mesh의 입 

형올 관찰 검토한 결과 입형이 가장 좋은 것이 사진 . K- 12 와 K-7과 같이 Rock on 

Rock Type의 V.S .I 파쇄기이며， 그 다음이 사진. K-31 , K-34 및 K-36과 같이 Rod 

Mil1로서 생산 쇄석사중에 K-36은 입형이 불량하게 나타났고 그외의 Rod Mill생산 

쇄석사의 업형도 삼각형의 각석둥으로 좋은편은 아니다. 

이것은 특히 원료암석의 물성에 적합하지 않은 기종의 파쇄방법올 택한 결과로 분 

석된다. Disk, 또는 Rick Concrusher로 생산된 2개업체의 입형은 사진. K-14 및 38 

과 같으며 이것은 Rod Mil1과 거의 비슷한 업형올 보고 있다. Rock on Steel Type 

중에서도 K-42는 스웨덴제로서 톱니형 Anvil이 아니고 판상의 라이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 파쇄기로 생산한 쇄석사는 원료가 편마암으로 사진. K-42와 같이 편석과 

각석둥이 많이 형성된 불량한 입형올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암석의 물성에 적합하지 

않는 파쇄기종올 선돼한 결과이다. 현재 이업체에도 그 결함을 알고 사용하지 않는 

- 35-



다고 한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기종별로 종합 검토하면 Rock on Rock Type의 V.S .I 파 

쇄기가 가장 입형이 좋고， 그 다음이 Rock on Steel Type형으로 이중에도 톱니형 

Anvil형의 라이너가 좋으며， 판상 라이너가 입형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에 

Rod Mill과 Disk 또는 Ric Con의 제품은 비슷한 입형올 보이나 암석의 물성에 따 

라 업형의 차이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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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12 화강입 V.S. I (l3armac). [8 mcshl 

K- 34 안산암 Rod mill(일본) [8 mcshl 

K- 38 안싼앙 cone(필핸드) [8 mes비 

g 

* 

K- 14 반 앙 cone(국산) [8 meshl 

사진. 3-6 쇄석사 사진 

K- 7 화강편마앙 V.S.I (R on R ; 국산) [8 meshl 

K- 42 펀마앙 V.S.I (R & S ;스댐덴) (8 meshl 

K- 36 천매암 Rod mill(일본) [8 meshl 

K- 31 유문앙 Rod mill(뉴질랜드) [8 mes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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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분급 및 탈수 시스템 

1) 습식 분급기의 분류 

쇄석사 제조에 있어서 입도 및 입형도 중요하지만 미분 (-200mesh)올 효과적으 

로 분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분급기도 그 방법에 따라 습식과 건식으로 대별되 

며， 현재 국내외에서 쇄석사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분급기는 Hydro cyclone과 Spira1 

Classifier둥이고 간혹 Spira1 Screew Classifier, Trommel둥올 사용하고 있다. 

또한 분급된 스러지를 농집하여 Decantation하여 필터프레스로 탈 수 하는 용도 

로 사용하는 식크너형식의 hydro Separate7} 있다. 이들 습식 분급 장치의 특정 기 

종은 표.3-2와 같이 중력분급형과 원심분급형으로 대별 된다. 중력분급기로써 쇄석 

사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기종으로 Spira1 Classifier와 Trommel둥이 있으며 원심분 

급기종으로는 Hydro cyclone이 있다. 

분류 

중력분급 

원심분급 

표. 3-2 습식 분급장치 의 닙 E 
-.r:-Tr 

분급원리 일반적인 특정 

슬러리속에서 입자의 
구조가 간단， 대형기종 거친 

침강 속도차를 이용 
부분에서의 분급(40-200μm)정 

(중력 : 유체항력) 
밀분급에 적합치 못함 

(다단형으로대웅가능) 

[자유소용돌이] 

자유 소용돌이 혹은 
구조가 간단， 섬세한 분급점이 

강제 소용돌이에 의한 
취해지는 장치는 적다 

원심력과 액체류에의한 
분급가능범 위 (5-150Il m) 

항력의 균형으로 분급 
[강제소용돌이] 

(원섬력 : 유체항력) 
구조가 복잡， 분급범위가넓 다 

(1 -80Ilm) 주로 고액 분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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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기종 

spiral c\assifier 
Trommel 
하이드로셰퍼레이터 

레이키 분급기 

제 E사이저 크래시 

파잉 사이저 

액체사이클론 

분리판(덴라벌)형 

원통(스크류데칸터)형 



2) 습식 미분 분급기 

가. 나선형 분급기 (Spiral Classifier) 

나선형 분급기 (Spiral Screew Classifier)는 보통 갈퀴가 아닌 선형 갈퀴를 가지 

고 모래를 끌어 올리는 기계이다. 그림 .3-7 및 사진.3-7 및 3-8의 반원통형 광액조 

안에 독립된 나선체를 가지는 Akins 분급기이고， 원통형 광액조의 내벽에 나선체를 

달은 Harding 분급기가 있다. (사진.3-9 및 3-10 참조) 사진.3-8 에서 보는대로 전 

면 반원형인 긴 광액조로를 경사지게 놓고 그 안에 꼭 맞는 나사 모양의 나선체를 

천천히 돌려서 바닥에 가라앉는 모래를 끌어 올린다 (나사 수송기 원리와 같음). 이 

렇게 하면 그 긁어 올리는 작용이 Dorr 분급기의 갈퀴와는 달라서 연속적이므로 모 

래와 함께 상당량의 가루와 물도 끌어 들어 올 것이다. 그러나 이 갈퀴는 중심점위 

에 나선 방사선으로 살올 꽂고 그 살들의 끝을 연결하는 모양으로 좁은 리본을 달 

아서 나선 전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과 가루는 이 리본올 넘어서 다시 흘러 내려 

가게 된다. 그리고 이 리본은 180도마다 한 번씩 잘라서 새를 약간 떼어 놓았기 때 

문에 이 틈의 모래를 여과할 때 물과 가루가 빠져 나갈 수 있다. 

Dorr 분급기에 비해서 구조 운전기구가 대단히 간단하고 저면의 경과를 세게해 

도 되므로 모래를 높이 올릴 수 있고 (패로 분쇄 계통의 기계 셜치에 필요합) 또 모 

래가 금혀 올라가면서 비꼬여서 마치 세척물올 쥐어쩌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장점올 가지고 있기 때문에 Dorr 분급기를 누르면서 상당히 유행되고 있었으나， 사 

이클로운의 급격스러운 발달로 인하여 양자 모두 쇄퇴되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 나선형 분급기는 Overf1ow gate가 있는 decantation탱크로 사용되고 아래부분 

의 탱크를 가지고 있는 비탈진 통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통로로 느리게 회전하는 

아르키메데스 스크류가 아래쪽의 decantation 탱크로부터 위 부분으로 씻겨진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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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내는데 여기서 물기가 제거되고 콘베어에 방출된다. 이형은 금속 광산 선광장 

에서 많이 사용하는 분급기이다. 나선형 분급기로 생산한 모래의 평균 수분 함유율 

은 18-25% 사이인데 습도는 모래 입자 크기에 달렸다. 

세척용 물의 흐름은 점토 미분과 함께 모래 진행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어떤 경우에는 통로 안쪽의 마찰효과로 모래의 순도가 좋아질 수 있다. 근래에 개선 

이 이루어 졌는데 속도를 조정하는 것과 Overflow gate 높이둥이다. 

그러나 분리효과는 약 40-50%이고 컷dso의 범위는 125-180 jlm사이어서 쇄석사의 

분급점 74jlm보다크기 때문에 분급효율이 낮다. 평균 세척용 물의 필요량은 미분 함 

유량과 모래 순도에 달려 있는데 모래 1톤당 3-6m3정도이다. 

SANO 

WA TëR ... f lNëS 

그립 . 3- 7 스크류 분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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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7 나선 형 스크류 분급기 

사진. 3-8 더블 나선형 스크류 분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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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9 Harding의 Drum Type 분급기 

사진. 3-10 Harding의 Drum Type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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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1 Open형 Bucket Wheel 분급기 

사진 . 3-12 Trommel 분급기 

-43-



나. 버켈휠 

버켈휠은 decantation 탱크로부터 모래를 나선형 리본으로 원료 투입구의 반대쪽 

으로 모래를 끌어모아서 각주 모양의 휠로 연속적으로 구멍 뚫린 버켈을 가진 수직 

바퀴로 구성된 휠로 연속적으로 모래를 끌어 올려서 방출하는 형식이다. 사진.3-11 

과 같이 이형식은 나선형분급기에 버켈휠을 부착하여 대형화하고 스크류가 탱크를 

수평으로 하여 세척용 물이나 미분 입자는 탱크의 옆쪽과 뒤쪽을 넘치게 되어있다. 

느련 회전 속도는 탱크안의 입자들의 어떤 방해도 피할 수 있는 선택적이고 물기제 

거효과를 개선시킨다. 분급은 일반적으로 40-50%의 분리효과를 가지고 150-20011m 

정도이다.생산된 쇄석사의 수분 함유율은 약 20-25%이다.세척용 물의 필요량은 미 

분의 함유도에 따라 모래 공급 톤수의 1-3배 사이이다 

다른 개량된 방법들은 버켓을 decantation영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디자이과 

Overflow gate높이를 낮추는 것들인데 이것은 컷크기를 줄인다. 또 어떤 장비의 

부분들은 스크류와 버켓 휠 프로세스를 결합하여 물기제거 탱크용량을 늘이고 컷크 

기를 100μm정도로 줄인다. 이 버켓형과 스크류형을 결합한 형의 분급기가 국내에 

사용되고 있다. 

이 나선형 분급기 중 Harding분급기가 국내에서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원리 

는 Akins분급기와 같으나 원통형 광액조의 내벽에 나선체를 부착시켜서 수평으로 

설치하여 드럼(광액조)전체를 회전시켜서 분급된 모래의 반대편으로 미분 스러지의 

탁류를 배출하는 형이다(사진.3-9 및 3-10참조) 

그 외에 트롬벨(Trommel)올 사용하는데 이것은 사진.3-12과 같다. 

다. 습식 사이크론 분급기 

습식 사이클론 (Hydrocyclone)은 그림 .3-8에서 원통부B의 아래에 원추부C를 달아 

놓았고 원통의 안에는 상하로 열린 작은 원E가 원심원적으로 들어 앉아 있다. 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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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그 위에 측면으로 출구 G를 가진 덮개 F가 씌어져 있고， 원추부의 하단에는 

밑구맹 (SpÎgot) D가 뚫려 있다. 

i!! \'‘ 

R은 t/ 

FINDER 

UNOER FlOW 

그림 . 3-8 사이크론 분급기와 분급양상 

광액은 광석구 A로부터 접선 방향으로 압송되어 오니까 원통안에서 매우 빠른 속 

도로 선회하게 되고 따라서 모든 광석알맹이들은 원심력에 의하여 바깥편으로 밀리 

게 된다. 그런데， 원심력은 질량에 비례하므로 굵은 알맹이 일수록 더 바깥쪽으로 

밀려서 벽 가까이로 붙어 돌고，작은 알맹이 일수록 덜 밀려서 안쪽으로 돌게 된다. 

그러므로 결국 굵은 알맹이는 알맹이들의 벽올 타고 원추부로 내려와서 밑구명으 

로 빠져 나가고， 안쪽으로 돌던 작은 알들은 더 바깥쪽으로까지 밀려나가기 전에 안 

쪽의 원통을 거쳐서 위의 출구로 빠져 나칸다. 그림 .3-8의 하단그림은 이같은 분리 

상태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Cyc10ne 작업에 있어서 급광구와 배출구의 크기， 내부 및 외부 원통의 지륨， 광액 

의 압송 속도둥은 중요한 역할올 하는 것이다. 

즉， 급광구를 작게해서 광액의 속도를 크게 해주면 원심력이 커져서 상당히 작은 

알 까지도 주벽으로 몰아치니까 분급점이 낮아지고 또 하향류(under flow)의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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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어지기도 한다. 

원심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이 효과는 예민하게 나타날 것이다. 

밑구멍을 작게하면 하향류의 배출량이 감소되고 그 농도가 짙어짐과 동시에 사 

향류의 양은 많아진다. 이것은 분급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심력은 선회 

의 반지름에 반비례하므로， 원통의 지름이 작아질수록 원심력이 커져서 분급점이 낮 

아진다. 급광율이나 그 압력올 높이는 것도 선회속도를 빨리하는 결과를 내는 것은 

물론이다. 그 밖에는 내분 원통의 지름과 위치 및 광액 농도 둥 여러 가지 조절 문 

제들이 있다. 

사이클론은 원리적으로 보아서 대단히 단순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도 않다. 그 내부에서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질서 정연한 광액의 운동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외로 복잡한 운동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회의 중심부는 외부 

보다도 상당한 와류와 교란이 있올 것인데， 더구나 중심부의 부압으로 인하여 광액 

으로부터 석출되거나 밑 구멍으로부터 끌려 들어오는 공기 또는 탁류(물)의 불규칙 

한 상숭 운동은 이 교란을 더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부 원통의 지름이 이 교란의 한계 밖에까지 번져있으면 분급점을 조 

절할 수 있지만， 그 한계안에 들어있으면 상향류의 양만 변할 뿐이고 분급점에서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 사이클론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규 

명해야 할 문제들이 상당히 남아 있다고 보아진다. 

사이클론의 바깥 원통부의 지름은 보통 75-38Ornm이고， 원추부의 꼭지각은 15도 

-20도 이다. 광액의 주입압력은 1-5kg!cm2인데 자연의 낙차가 있으면 편리하지만 

보통은 펌프를 이용한다. 분급점은 보통 100-200메쉬이다. 사이클론은 같은 목적으 

로 쓰이는 일반의 기계적 분급기에 비하여 대단히 작고 간단한 장치를 기둥의 적당 

한 곳에 걸어놓고서 펌프만 하나 더 있으면 되므로 지면올 좁게 잡고， 분급점이 상 

당히 예민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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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유지비 및 동력비가 싸게 들고 패로 분쇄에서 분쇄기의 순환광석을 급광 

해주는 복잡한 장치도 불필요하게 된다. 작업 중에 있는 공장올 갑자기 운전정지시 

킨다든지 작업 정지되어 있는 공장을 단시간내에 균형잡힌 운전 상태로 이끈다든지 

하는 데에 신속하게 활동해 준다. 

패로 분쇄에서 무거운 광물이 축적되는 일도 적다고한다. 분급 작업이 거의 밀페 

된 속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광석의 산화가 훨씬 덜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패로 분쇄에서 만능적으로 쓰이던 Dorr분급기와 Akins분급기를 추출하 

면서 거의 독무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패로 분쇄의 목적 외에도 선별 공장의 최종 

산물인 폐쇄액으로부터 가루를 제거하고 모래를 분리 회수하여 갱내의 충진에 쓰 

이는 데에도 이용된다. 석탄처리의 경우에는 분탄의 회수와 부유 선별에의 광액의 

농도 조절 둥에 이용되었는데 근자의 원심력을 이용하여 쇄석사의 -200#이하의 미 

분제거에 이용되고 있다(사진.3-13참조). 

이것은 M.M.CO의 Sand Unit에 장착된 소형 사이크론 그대로 지름이 적으므로 

분급점이 74ttm( -200#)이다. 사이클론의 내부를 약간 개조해서 건식으로 쓰게 되면 

이것을 건식 사이클론 (Dry cyclone)이라고 부른다. 비금속 광물의 건식 분쇄에 있 

어서는 습식의 경우와 같이 패로를 만드는데 쓰이고 또 미분의제거 및 공기의 집진 

정화에도 쓰인다. 석연같은 섬유질 광물， 흑연같은 인편상 광물 및 운모상 광물같이 

바람올 잘 타는 광물의 선별에 공기력 선별리로 이용될 수 있다. 

습식원심분리기는 점도( viscosi ty )와 밀도(density)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에 의 

해 부유업자를 가속시키는데 원심력올 사용한다. 원심력은 원뿔 몸체에 접하는 입구 

에 의해 야기된다. 입자들은 벽에 대항하여 투입되고 원뿔의 밑올 향하여 부어진다. 

대신에 물이나 불순물은 중심파이프 즉 vortex finder에 의해 배출된다 (그림 .3-8 하 

단 그림 참조) 

원심분리기에서 입구의 압력은 처음에는 속도에 의해 변화되다가 나중에는 원섬 

력에 의해 좌우된다. 소용돌이의 형성은 즉시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의 수정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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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당한 노하우와 실행가능케 하기 위한 빈번한 테스트가 요구된다. 원심분리기의 

실행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자의 연구에 의하여 하겠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식 

은 D하llstrom에 의해 개발되었다. 

Q = K (Dl .D2)O.9 X VH 

dso = (Q.6<Dl - I22)o.68(l!Ps- l) 
QO.53 

Q = 입구로의 유입량. m3/h 

K= 원심분리기 타입에 의한 계수 

Dl =입구 파이프의 지름 0mm 

D2 = Overflow파이프 지름 mm 

H 입구 압력 (M H20) 

D50 = llm차원으로 분할곡선의 50% 

PS 밀도 

사실상 이공식들은 원심분리기의 특정한 범위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더군다나 어 

떤 주요한 변수들， 예를 들면 Underflow 출력， 입구의 고체 집중도 둥은 고려되지 

않았다. 

F하llstrom은 이 변수들올 연구하여 새로운 공식올 제시 했다. 

dso = dm(1 -gu)1/ nl 

d50 = dM(log kl - log gu)1 

n2 = gu(느댐-댐) 
l-ci -ci 

Q k3s파2 2gh 
r 3 

if O.4<gu<l 

if gu<O.4 

where r2 ; l2z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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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h, D, D2는 Fahlstrom의 공식에서 정의되었고 

dm = 입자의 최대크기 

gu underflower의 효율(%wt) 

nl 분할독선의 기울기 

kl = 1.07, k2 =0.66 

k2 분급효율 

cu underflower에서 <bJ보다 작은 알갱이 (%wt) 

ci overflow에서 <bJ보다 작은 알갱이 (%wt) 

k3 = 상수 

si 분사 파이프의 지름 

r3c = 띠土묘끄 (분기구역의 반지름) 
2 

DO = 원섬분리기의 원통부분의 지름 

분리 효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Inlet pulp집중도가 아래에서처럼 제한되어야 한다. 

-8o-100l1m 컷 에 대 해 25안300g/1 

-40-80 11m 컷 에 대 해 1아껑Og/l 

- 컷 <20 11m에 대해 < 5O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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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3 소형 Hydro Cyclone 2대가 장치된 Sand Dnit 

라. 습식사이크론과 탈수장치 

이 장치는 원심분리기와 수분 제거 스크린을 조합하여 만들어졌는데， 독립적이고 

자기조정에의해 작동되는 장치이다. 이형의 분급 탈수 장치는 그림 .3-9와 사진.3-13 

와 같이 최근 개발된 것으로 선진국과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현대화된 장치이다. 

이것을 Sand unit라하며 프량스 M.S사에서 개발하여 국내에서는 (주)광산기공에서 

수업 보급화하거나 기술 제휴로 직접 국내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쇄석사 분급기로 

써 최첨단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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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 유사한 장치 가 스페 인 Eral사 와 프량스의 stores사에 서 제 작한 것 이 국내 에 

수입사용되고 있다. 

이 Sand Unit장치의 기능올 살펴보면 그림 .3-10와 같은데 그 작동원리는 씻겨질 

모래 (A)는 주탱크(B)로 세척용 물과 함께 보내진다. 

회석 비율은 유입되는 모래량의 2-6배 정도로 점토나 미세물질의 함유량에 좌우되 

며 평균4배 정도(즉 Sand/pump 집중도 30%)이다. 

입구에 있는 보호창살은 (20mm크기) 펌프작동올 방해하는 입자들올 걸러준다. 원 

심펌프 (C)는 원심분리기 (D)로 일정한 량이 유입되도록 해준다. 거친 업자들 원심 

력으로 원뿔벽 쪽으로 모이고 Underflower의 노즐로 모아진다. 반면에 대부분의 물 

과 불순물들은 Vortex Finder를 통해 곧장 위쪽의 Overflow파이프로 이동한다. 원 

섬분리기의 MS범위는 높은 분리 효율을 가지고 6O-8011m사이로 D50 CUT을 실행 

할 수 있게 디자인 되었다. Overflow는 안정화 박스 (F)에 보내지는데 유동밸드에 

의해 Level올 조정하기 위해 주탱크로 부분적인 재순환이 허용된다. 

이 장치 덕분에 펌프와 원심부리기는 모래+물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줄어들어도 

방해받거나 손상받지 않고 물이 순환되고 이어서 회로가 닫힌다. 

과도한 물+점토 또는 불순물이 (G)로부터 유입되면서 이것은 자연적인 연못이나 

폐기되는 물처리 장치로 보내진다. 이것은 (o.3mm에서 1mm모래입자 크기에 따라) 

슬롯올 가진 폴리 우레탄의 수분제거 패널로 되어 있다 Pulp는 수분제거후 

1O-3Ocm 높이의 두꺼운 케이크 모양으로 성형되는데 필터로 작동하고 상품으로 남 

기 위해서는 스크린 슬롯 구멍보다 커야한다. 

수분제거망으로 부터의 여과된 것들은 주탱크로 재순환된다. 깨끗한 모래는 활강 

로 (H)를 통해 Stock Piling 콘베이어에 방출되는데 잔여 수분은 12-16%( -4mm모 

래)사이의 것이다. 본 연구 검토에서 이 형의 분급 탈수장치를 쇄석사 제조용 미분 

제거 및 탈수 장치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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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A : 껏겨률 오혜 E : .수셰(진풍껴) 
B : 추명크 F : 안청화악스 
C : 원생명프 G : 안청화학스빼훌수 
D : 원생롤리기 H : 세객도 훌급핑 모래 

그림. 3-9 Sand Unit (습식 사이크론과 탈수장치) 

3) 건식 미분 분급기 

적정한 분급기의 선정은 분급효율과 경제성올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분급기 

를 제품의 입도 범위로 분류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1Oum 이 하의 미 분 영 역 1O-10011m이 해 당하는 중간 영 역 및 l0011m이 상의 

조분 영역이다. 이들의 영역에 따라서 선정되는 분급기도 달라지므로 목적에 적합한 

분급기를 선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요구하는 입도 -20011m( -7411m)를 제거하는 

중간 영역의 분급기는 표.3-3에서 보는 바와같이 중력 분급형 또는 강제 소용돌이형 

을 원심분급기 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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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중력분급 

표. 3-3 건식 분급장치의 분류 

분급원리 

입자의 낙하속도 

낙하위치의 차에 

의한 분급 

(중력 : 공기항력) 

일반척인 특정 

구조가간단 

입경이 거친 

부분 에서의 

분급(2üO-2()()()llm) 

너무 고분체 농도가 기대 

할수 없다 

정밀 분급에 부적합 

구조가 간단 

비교적 업경이 거친 

부분 에서의 분급 

대표적인 기종 

수평유형 

수직유형 

지그재그형 

직선형 

(10-정Ollm) 곡선형 

입자의 관성력을 l 고분체 농도가 가능，비교적| 루버형 
관성분급 | 이용해서 분급 | 대용량이 가능 

(관성력:공기항력) 1 정밀 분급에 가능 

섬세한 분급범위 

(O.5-5011m) 

정밀 분급도 가능 

자유소용돌이 구조가 비교적 간단 

l 반자유소용돌이에 | 비교적 세밀한 부분에서의 
원심분급(자유| | 

| 의한 원심력과 공| 분급(1-20Ilm) 
소용돌이반자| l 

| 기항력의 균형 l 사이클론둥에서는 그다지 
유소용돌이) | | 

l 으로 분급 | 고분체농도，정밀분급은 바 

(원심력 :공기항력) 1 라지 못함 

비교적 구조가 복잡하며 

I 동력도 소요됩 
강제소용돌이에의| 
- ',-- , 1 미분영역까지 분급가능 

원심분급 | 한 공기 항력균형| 
| | 분급범위가넓다. 

(강제소용돌이 )1 으로 분급 | 
‘ 1 (O.5-1üOllm) 
(원심력:공기항력) 1 

‘ 고분체농도，정밀분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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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보우제트 

바리어블 

임팩터 

사이클론 

땐턴겔렌 

크라시콜론 

디스페이션 

세퍼레이터 

미크로프렉스 

각종 에어 

세퍼레이터 

미크로프렉스 

아쿠커트 

터어보크래시 

파이어 



가. 대량처리 중세분용 분급기 

전술한 바와 같이 -7411m를 분급하고 대량처리를 할 수 있는 건식 분급기의 효율 

과 처리용량은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이들 분급기중 중간영역의 대표적인 

기종인 O-SEPA 및 Cyclone Air Separator71 의 구조 성능은 다음과 같다. 

표. 3-4 대량처리 중세분용 분급기 

S종맹류at \g\or 구 \분\ \ 

7511m(200#) 처리용량 소요동력 
비고 

분급효율(%) (야ü (kw) 

O-SEPA 95-97 4-204 15-75 

Kawasaki 

Dynarnic 65-67 35-410 3.7-170 

Air separator 
cyclone 

92- 23-265 37-400 
Air separator 

콘포레이터 0.5-40 0.2-15 

M.D.S분급기 

Mitsunish Dual 62-65 60-230 95-385 

separator 
Sepax 

90 85-100 8.5-85 
separator 

IHI-SD separator 100 27-321 22-125 

High flow 
100 7-75 35-160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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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O-SEPA분급 기 

(1) 구조.분급기구 

O-SEPA의 구조를 그립 .3-10 및 11과 같은데 분급원료를 고속회전하는 분산판올 

경유해서 분산상태로 분급용 공기에 투입된다. 분급용 공기는 분급기 측면 2개소로 

부터 점선방향으로 유입해서 고정 Guide ben을 경유해서 1차 소용돌이가 형성된 다 

음 회전하는 소용돌이 기류(2차소용돌이류)가 형성된다. 분급은 처음 1차 소용돌이 

류로 실시되고 이어서 2차 소용돌이류에 있어서 정밀분급이 실시된다. 분급후의 미 

분은 중심부로부터 제품포집 Duct를 경유해서 외부에서 포집된다. 

한편 조분은 분급기 하부에서 유입하는 3차공기에 의해 재차 분급된 다음 외부에 

서 포집된다. 이와 같은 구도에 의해 어떤입자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급올 받는 기회 

가 여러번 얻어지게 되고 그 결과 대용량 고분체 농도에 있어서도 좋은 분급 특성 

이 얻어진다. 

(2) 특정 

(가) 소용량(5ν11)에서 대용량 (500tIh)까지의 전 범위에 걸쳐서 높은 분급 성능 

이 얻어진다. 

(나) 예리한 입도분포를 갖는 제품이 제조된다. 

(3) 시방 및 성능 

(가) 시방 

표.3-5에 O-SEPA의 기 종 및 시 방을 표시 한다. N-250-N-3000의 8기 종올 갖추 

고 있지만 특히 N - 1000-N - 3000은 시멘트 산업용이므로 대용량의 분체처리가 

가능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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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자풍기 

~2빼71 

그림 . 3-10 O-SEPA의 개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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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O-SEPA의 구조 

10 100 

업정 ιm’ 

공급량 분체놓도 

“ /h) (kr/m’) 

는프g’‘ ~ 1.7 

스역대밴드형 302 

사이률은 
323 ’ a 셰퍼헤이터 

그림. 3-12 O-SEPA와 사이크론 세퍼레이 

터의 부분 분급효율 곡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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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능 

그림 .3-12는 시벤트 분급의 경우에 대하여 O-SEPA의 부분분급효율곡선을 시 

멘트산업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스터디밴드형 및 Cyclone Separator와 비교해 

서 표시한다. 이것에 의해 O-SEPA의 분급성능이 좋다는 것이 이해할 수 있다. 

(4) 웅용예 

(가) O-SEPA시스댐 

특히 시벤트， 스토크의 분쇄용으로 개발한 시스템이며， 그 구성은 그림 .3-13와 같 

다.O-SEPA는 함진 공기를 분급용 공기로 이용할 수 있는 큰 특정이 있기 때문에 

분급용 공기로써 Hill에서 부터 함진배기 이외에 수송기. 천량기 동의 집진공기가 

그대로 사용되어 부족분은 청결한 냉기로 보완된다. 분급후의 미분부분을 포함한 

O-SEPA배기는 전량이 집진기에 유도되어 미분제품이 회수된다. 이방식의 경우 

Mill의 냉각용 통풍량올 허용한도까지 꽉 채워 증가 시킬 수 있으므로 미분쇄물이 

온도상승을 방지 할 수 있고， 더우기 Mill내에서 발생한 미분의 대부분은 재빨리 

Mill밖으로 빠질 수 있으므로 밀내의 과분쇄가 방지되고 분쇄효율이 개선된다. 

또， 품회수에 사이클론올 사용하지 않으므로 압력손실이 적고 더욱이 이 Process 

전체의 집진이 하나의 설비로 처리 할 수 있는 둥 종래와 비교해서 극히 Simple한 

Flow Design이 되어 있다. 표.3-6은 대표적인 웅용 예를 표시한다. 

(나) 예리한 입도분포를 갖는 분체의 제조 

종래는 체고름에 의해 분급해 왔으나 분급하는 원료의 마모 성이 현저하므로 체 

의 보수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제조량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O-SEPA를 

주체로한 시스템에 의해서 체를 사용하지 않고 예리한 입도 분포를 갖는 분 체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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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주요한 적용범위와 시방 

형번 
동력 풍량 처리량 분급경 치수mm 

kw m3jrnin νh Dv3011m 넓이 

N-250 15 250 4.0 10-40 1,500*1,100 

N-5oo 30 500 9.0 10-40 1,970*1 ,400 

N-750 37 750 12.5 10-40 2,490*1 ,600 

N-1000 55 1,000 16.5 10-40 2,600*1 ,900 

N-15Oü 75 1,500 25.0 10-40 3,200*2,600 
l)44llm잔분 10%의 닫칼올 분급하여 44llm잔분 ~O.5%제품의 경우의 한예 
2)이상외 시멘트용 외용량형으로서 N-2000, N-25000, N-3000이 있다. 

표. 3-6 대표적인 웅용예 

형번 대상분체 
공급입도 공급량 분급경 분급정도 동력 

D5야1m νh D뼈llm D07s1Do25 kw 

N-250 
시멘트계 

4 öoo 5.4 12."" 1.41 114 
그라우E 제 

N-15OO 슬래그 33.;$0" 149.' 16.4000 1.b。 300 
N-25OO 시벤트 63."/000 550.U 40.UO " 1."G 338 
* 본체+땐 
** 측정법 마이크로트럭(일과기) 
*** 측정법 에어.제트.시이프(아르미너) 

대 '1 -ζ)--

셰용 

역!’j앙 

s’‘ luR 

그림. 3-13 O-SEPA 시스랩의 플로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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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yc10ne Air Seperator 개 요 

Cyc10ne Air Seperator는 여기까지의 Fan 내장형 Air Seperator에 대하여 Air 

Seperator의 Fan을 외 부에 설치 하는데 착안해서 1962년， WEDAG사가 1961년도의 

세계광공업 분야에 대한 블리본상을 획득하고 있다. 

1965년에 가와사키중공업(주)이 기술 도입을 하여 기술 개량을 하였다. 본기는 종 

래의 Fan 내장형 Air Seperator에 비해서 2배 가까운 처리 능력(분급설 단위 면적 

당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시멘트공장동의 대용량처리가 가능하며 또 본기의 

분급효율의 우수성과 분급입도 조절 방법의 용이성이 인정되어 현재까지 약 140대 

의 실적이 있다. 

(1) 구조 및 분급기구 

본기는 Fan을 설치해서 이 Fan에 의해 발생하는 기류가 Seperator본체의 주변에 

배치된 정분포집용 Cyc10ne올 흐르고， 순환 Duct를 거쳐 다시 Fan으로 되돌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 구조 및 분급 과정도를 그림 .3-14에 표시한다. 

분급기구는 분사판과 선별날개에서 되고 이들은 본체 상부에 설치한 구동장치에 

위해 가속도로 구동된다. Chute를 거쳐서 분급기내로 투입한 분업체는 분사판에 의 

해 밑에서 상숭해 오는 선회기류속에 분산되어 선별날개의 회전에 의해 발생하는 

강한 선회류의 원심작용을 받아 분급시킨다. 

분급구를 통과한 미분은 기류를 타서 본체 주변에 설치된 사이클론(0-8개)으로 

유도되어 여기서 기류로부터 분리되어 장치.외부로 배출된다. 한편， 조분업자는 분급 

부 기류로부터 분리되어 분급기 본체의 벽면에 따라 낙하하여 본체하부에 배출된다. 

Fan에서 나옹 기류는 내부의 안내날개를 지나 선회하면서 내부로 유입하나， 이때 

낙하하는 조분입자중에 포함되어 있는 미분올 회수한다. 미분은 기류와 함께 다시 

분급부로 운반되어 분급작용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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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사이크론 에어 세퍼레이트 구조도 

(2) 성능과 특정 

Cyclone Air Seperator는 분급효율 및 분급의 예리성에 있어서 종래의 Fan 내장 

형 Air Seperator에 비해서 우수한 성능올 가지고 있고 또 분급실 단위면적당의 분 

급능력에 있어서도 종래의 Air Separator에 비해 2배 가까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분급효율이나 분급의 예리성을 Seperator의 입분립 즉 미분제품량과 조분량의 비 

율(순환비)에 의해 변화하나 시멘트 분급의 경우 대표적인 한예를 그림 .3-15의 부분 

분급효율곡선으로서 예시한다. 또 그림 .3-16에서는 분급실 단위면적당의 분급능력을 

표시한다. 

본기는 이와 같은 우수한 성능에 의해 이하의 특정을 가지고 있다. 

(가) 처리능력이 크다 

시멘트 분급의 경우 1대로 제품 5OOt/h까지 가능하다. 

(나) 종래의 Air Seperator에 비해 분급효율이 우수하며， 분급이 예리하므로 분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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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마무리 시벤트 분쇄의 절감한다. 이값은 소비율이 시스템의 전력 

약15-20%의 절감을 가져온다. 

(다) 성분의 입도 구성이 우수하다. 

Rosin Rarnmler식 R=l00e-kxn이 있어서 Cyclone Air Separator 

n= 1.2-1.45 종래형 Air Seperator n=1.05-1.2 

가능하다. 조절이 (라) 운전 중에 용이 하게 분말도의 

구성된다. 요소에서 3가지 조절기구는 분말도의 Cyclone Air Separator의 

Fan의 순환 다음으로 회전속도， 주축의 구성하는 선별날개를 하나는 二l

있다.3번째는 D킹nper개도로， 이들은 운전중에 원격조작으로 임의로 할 수 

선별날개의 위치와 날개매수로 이것은 작업이 중지된 경우에 할 수 있다. 

조절범위가 넓다. (마) 분말도의 

시벤트 분말 분급의 경우 Brain 값 2,500-7,OOOcm2jg 

우수하다. 열교환 능력이 (바) Separator내의 

동시 건조가 분급과 분체의 냉각 또는 열풍을 도입하여 대량의 냉풍 또는 

에 실시 할 수 있다. 

순환 Fan의 마 있으므로 좋은 Cyclone을 사용하고 (사) 정분포집에 집진효율이 

모가 적다. 

100r 분리입도 D50,. ‘Ipm 
[ 태라지수 E p -15μ m 

90~ 
l 훌완전도 I - O. 35 

그림. 3-16 분급실 단위 면적당 분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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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방과 사용예 

Model으로서 CS-1O-6형에서 CS-1oo-8형까지 30의 Model이 표준기종으로서 정 

비되어 있다. 그 가운데 몇가지 기종의 시방올 표.3-7에 예시한다. 

더욱이 표에 나타난 처리량은 시멘트분말의 경우로 그 미분 제품의 분말도는 30\1 

m, 잔분 20%, Brain 값 3，2oocm2jg이다. 또 이때의 분급입도는 30cm2이다. Cyclone 

Air Seperator는 그 대부분이 시멘트공업에 사용되고 있지만， 도로마이트나 소설회 

의 분급에 최근에는 미분탄 연료에 의해 발생하는 Fly-ash에서의 분급에서도 사용 

되고 있고， 광석， 플라스틱 그 밖의 분말의 분급에 넓게 사용된다. 처리능력으로서는 

시멘트의 경우， 정분 5-500t/h까지의 처리가 가능하며 대용량처리에 적합 표.3-8에 

대표적인 웅용예를 표시한다. 

표. 3-7 시방 

분급실외경 주축모우터 
순환팬 처리량 

형번 풍량 모우터 사이클론수 (정분량) 
(mmfþ) (kw) (m3jmin) (kw) (야ü 

CS-21-6 2100 37 630 60 6 23 
CS-30-6 3000 75 1300 120 6 46 
CS-42-8 4200 130 2500 220 8 90 
CS-50-8 5000 190 3600 320 8 130 
CS-60-8 6000 270 5100 460 8 185 
CS-72-8 7200 400 7300 650 8 265 

표. 3-8 응용예 

형번 대상분체 
공급입도 공급량 분급경 분급정도** 동력* 풍량 

D50(\1m) (νh) D50(\1m) D07νD025 (kw) (m3jmin) 
CS-45-8 시멘E 42 300 30 1.68 308 2900 
CS-55-8 시멘 E원료 115 450 74 2.06 450 4300 
CS-55-8 슬래그 39 570 16 2.56 460 2850 
* 본체+땐 
** 측정법，상단 : 에어제트시브 중단 : 침강법+망체 하단 : 시이러스 (레이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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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Air Separator 

이 분급기는 원심 및 중력 분급기형으로 이중 원뿔 공기분급기(Doublecone air 

separator)를 개량하여 국내에서 시험 가동중이다. 이 분급기는 기계적 공기분급기 

(Meshanical air separator)라고도 하는데， 분쇄 장치에 부착하는 경우와， 별도의 장 

치로써 분쇄장치와 연결되어 사용되기도한다. 이 장치는 분쇄물중에서 고운 입자를 

굵은 입자로부터 분리하여 제품으로하고 완전히 분쇄되지 않은 굵은 입자는 분쇄기 

로 되돌려 보내는 입도 선별 장치로 개발되었으나， 그림 .3-17과 같이 이 원리를 이 

용하여 쇄석사 분급에 있어 굵은 업자에서 미립입자를 분리제거하는데 이용하는 것 

이다. 즉 분급원리는 분쇄된 입자를 공기를 이용하여 원심력과 중력올 동시에 작용 

하여 미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원심력은 사이클론이나 내부의 송풍기에 의하여 발생되고 투입된 원료는 분산판 

에 의하여 분산되면 원심력은 입자에 작용하는 공기 흐름의 저항에 반대로 작용함 

으로， 공기의 저항은 알맞은 미세입자를 장치해서 끄집어내어 상향공기류를 타고 순 

환하다가 외부원뿔 벽올 따라 하강하여 배출되고， 원섬력올 크게 작용하는 굵은 입 

자는 내부 원뿔의 내벽올 타고 배출된다. 

이 장치를 대형화하고 원심력과 공기 유량올 적당히 평형올 유지하여 분급점올 

조절하면 10μm-80μm정도의 입자를 입도별로 분급할 수 있다. 쇄석사의 74μm의 

미분 분급올 위하여는 장치의 크기가 6m 내외의 대형으로 시간당 lOüt이상 처리가 

가능하며 분급효율은 85%까지 얻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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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송풍날개 
2: 분산판 
3 : 원심력장치 
4 원료공급관 
5 : 내부원뿔 
6 공기순환구멍 

4 

-
」

껴
4
 ’3 

6 

이중원뿔 공기 분급기 그림. 3-17 

바. 건식 분급기의 종합검토 

대한 성능올 비교 검토한바 Sepax 중세분용분급기 8종에 대량처리 이상과 같이 

분급효율이 90%이상의 높은 효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처리용 Separator는 -75μm의 

분급효율이 90%이상이고 처리량 량이 100야1미만으로 적은 것이 결점이라 하겠다. 

Cyclone Air Separator 도 200νh， 320t/h의 대 량처 리 를 할 수 있는 O-SEPA형 과 

올 들 수 있으나 쇄석사 제조에는 Air Separator 기능올 보완하여 대량처리 할 수 

있는 형들이 이용되고 있다. 

건식시스템으로 시설하여 쇄석사를 제조하고 있는 시설 중 사진.3-14은 국내에서 

의 하나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건식으로 쇄석사를 생산하는 석산이 3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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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4 건식 쇄석사 제조 시설 

4절. 국내 쇄석사 시설 시스템 검토 

국내에서 쇄석사를 생산하고 있는 46개 업체를 조사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종과 

시스템을 검토하여보면 표.3-9와 3-10과 같이 파쇄시설과 분급 및 후처리시설을 갖 

추고 있다. 

이를 부분별로 검토하여보면 첫째， 파쇄부분은 v.S.I의 Rock On Rock Type의 파쇄 

기의 시설 업체수는 27개로서 이중 뉴질랜드 Barmac의 duopector형인 미국산이 11 

개 업체이고， 다음으로 남아연방산 수입이 6개 업체 일본제품이 4개 업체， 국산이 3 

개 업체로 조사되었다. 그외에 Rock on Steel형의 v.S.I의 미국산 파쇄기가 5개 업 

체이고 스왜멘제가 1대이다. Rod-Mill이 6개업체로 이 중 2대가 다른 파쇄기와 중 

복 시설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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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에 Ball Mill이 1 개 업 체 이 고， Cone Crusher형 이 2개 업 체 Roll Crusher가 2개 

업체로서 V.S.I형의 파쇄기의 보완으로 시설되어 있었다. 둘째 분급과 후처리 시설 

은 Sand Unit형이 Hydro Cyclone과 탈수 스크린이 접목된 것으로， 한 업체에서 이 

형을 최초로 생산 보급한 프랑스의 M.S사의 제품을 수입 또는 기술제휴로 국내에 

서 생산하고 있는 (주) 광산 기공의 Sand Unit제품이 13개업체이고， 그외에 스페인 

Eral사의 Sand Unit가 3개업체， 국산이 5개업체， 기타 2개업체가 시설되어 있고 

M.S사의 Sand Unit를 2대 내지 3대를 설치한 곳이 4개 업체나 되었다. 

그외에 Spiral Screw Type의 Classifier를 설치한 곳이 21개 업체로서 Open형이 

107M 업체， Drum형이 117M 업체가 시설을 하고 있으며， 기타로 Vibrating Screen 또 

는 Trommel을 설치한 업체가 3개이고 건식시설을 한 업체가 3개이나 이중 2개업체 

는 Air Separator와 Back filter를 설치한 시스댐을 갖추고 있었다. 

후처리시설로는 Filter Press 시설이 27개업체， Belt Press업체가 5개， 침전조 시설 

을 한 곳이 127M 업체이었다. 이외에 지하 공동 충진을 하고 있는 업체도 1개있었 

다. Filter Press를 2대이상 설치한 업체도 6개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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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기종별 국내 사용 쇄석사 파쇄시설 

Crusher 

구분 
Rock on 1 A-- Rock on -}「- 끼 ~‘ -까r -Ji「-

량 
Rod-M il1 

량 
Ball- Mil1 

량 
Cone 수량 Roll 

Rock V.S .I 량 Steel V.S .I 량 

K-l 미국Canica 국산(강원) 1 

K-2 미국 Bannac 1 

국산(영 
K-3 

성공업) 

K-4 미국Canica 1 

K-5 국산 

K-6 미국 Bannac 1 
국산 

(대도) 

K-7 국산 (강원) 2 

K-8 미국 Bannac 1 

K- 9 미국Canica l 

K- lQ 일본 (고베) 2 

K-ll 1- 미국Canica 

미국 Bannac 1 
K-12 

국산 (강원) 2 

K-46 미국 Bannac 1 

K-13 1* * * * 
국산 

K- 14 1-
(한경) 

1 

K- 15 남아연방 1 
국산 

(대도) 

K-16 남아연방 1 

K-17 미국Bannac 1 

K-18 남아연방 2 

K-19 일본(고베) l 

K-20 일본(kemco) l 국산(현대) 

K-21 국산(삼성) l 

K-22 남아연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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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sher 

구분 Rock on Rαk 1 /‘- Rock on "i‘- 7 ι‘， T ιi‘- -가r z7A-‘ 

량 량 
Rod-Mill 

량 
R머}-M피 

량 
Cone Roll 

v .S.I Steel V.S.I 량 량 

K-23 남아연방 1 

K-24 Pilot 1 

K-25 국산(강원) l 

K-26 * * * * * * 
K-27 미국B따mac 1 

K-28 일본 1 

K-29 미국Barrnac 1 

K-30 미국Barrnac l 

K-31 뉴질랜드 2 

K-32 일본(고베) 1 

K-33 미국Canica 1 

K-34 일본 2 

K-35 일본가와사기 1 

K-36 일본가와사기 1 

K-37 남아연방 1 

K-38 펼핸드 1 

K-39 국산(한경) 1 

K-4Q 미국Barrnac 

K-41 * * * * * * 
K-42 스혜멘 1 

K-43 미국Barrnac 1 

K-44 * * * * * * 
K-4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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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기종별 국내 사용 분급기 및 후처리 시설 

Clarissifier 후처리시셜 

구분 Spiral Screw 
CycJone 수량 

Drum 수량 Open 수량 
기타 수량 습식 수량 건식 

M.M.CO Filter Press(M.S) l 
K-l 

(M.S사) 
1 

국산(강원) 1 

M.M.CO Filter Press 
K-2 1 1 

(M .S사) (M.S) 

M.M.CO Filter Press(M.S) 1 
K-3 2 

(M.S사) BeltPress(국산유천 1 

M.M.CO Filter Press 
K- 4 1 1 

(M .S사) 국산(태영) 

M.M.CO Belt Press 
K- 5 1 1 

(M.S사) 국산(유천) 

M.M.CO Filter Press 
K-6 2 2 

(M.S사) 국산(밝읍) 

M.M.CO 
K-7 2 국산(강원) 3 FilterPress(M.S) 2 

(M.S사) 

M.M.CO 
K- 8 l Filter Press(M.S) 1 

(M.S사) 

M.M.CO 
K- 9 1 Filter Press(M.S) l 

(M.S사) 

M.M.CO 
K- lO 1 Filter Press(M.S) 

(M .S사) 

M.M.CO 
K-ll 1 Filter Press (M.S) 1 

(M.S사) 

M.M.CO 국산 
K-12 3 3 Filter Press(M.S) 4 

(M.S사) (강원) 

M.M.CO Belt Press 
K-46 1 

(M.S사) 국산(한일) 

프랑스 
Belt Press 

K-13 SOTRES l l 

(진양교역 ) 
국산(유천) 

K- 14 
국산 

1 Be1t Press 1 
(한경) 
EraJ Filter Press 

K-15 1 1 
」

(한경) 국산(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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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sifier 후처리시설 

구분 SpiraI Screw 
CycIone 수량 기타 수량 습식 수량 건식 

Drum 수량 Open 수량 

Eral 
K-16 

(한경) 
1 

일본 
1 침전조 

(한경) 

K-17 
Eral 

(한경) 
1 

Filter Press 

(한경제작) 
1 

K-18 
SRC Filter Press 

1 1 
30601 (한경제작) 

K-19 
국산 

(맑음) 
l Filter Press국산 

K-20 
국산 Fil ter Press 

3 
(맑음) 국산(맑음) 

K-21 
국산 Filter Press 

1 1 
(맑음) 국산(맑음) 

K-22 
국산 

Filter Press( Ell 영 ) 1 
(정신) 

K-23 
일본 

(한경) 
1 침전조 

K-24 
일본 

침전조 1 
(한경) 

K-25 
일본 

침전조 1 
(한경) 

K-26 
일본 

1 침전조 
(한경) 

K-27 
Eral 
(한경) 

1 
Filter Press 
(한경제작) 

2 

일본 Filter Press 
K-28 1 1 

(한경) 국산(태영) 

일본 
K-29 

(한경) 
1 

Filter Press 

국산(태영) 
1 

국산 
K-30 

(강원) 
1 

Filter Press 

국산(한경) 
2 

뉴질랜드 
Filter Press 

K-31 (서전통상 1 1 

수입) 
국산(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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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sifier 후처리시설 

구분 
Spiral Screw 「t L-

Cycione 수량 기타 
량 

습식 수량 건식 
Drum 수량 Open 수량 

국산 
침전조 K- 32 1 

(한경) 

K-33 국산자체 1 침전조 

일본 Filter Press 1 
K-34 1 

Rod Ace 일본(강원) 1 

일본 Filter Press 
K-35 1 2 

(가와사기) 국산(태영) 

일본 Filter Press 
K-36 l 1 

(동양기계) 일본(동양) 

K- 37 국산자체 1 Trommel 침전조 1 

K-38 
Screen 

제작사용 
1 

K-39 
A.S 

Silo 1 
B.F 4 

B.K 1 

K-40 국산 
Air Separator 

(동양) 
집진기 

K-41 
Trommel 

지하공동충진 1 
국산 

스훼덴 

K-42 (맘음 1 Filter Press 1 

한경) 

K-43 
국산 

(정신) 
1 침전조 

국산 

K- 44 (맙음 2 침전조 

한경) 

국산 

K-45 (맑옴 2 침전조 

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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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국내 사용 분급기 종류별 분급 효율 분석 

1. 분석 방법 

분급기의 성능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좋은 지표는 부분분급효율이라고 전 

술한 바 있다. 그러나， 통상 부분 분급 효율 곡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정량적인 

취급이 어렵고 다소 전문적으로 깊게 관여할 필요성올 갖게 된다. 

부분 분급 효율은 입자의 지름 혹은 화학 성분과 같은 연속적으로 변하는 분급성 

올 표시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입자의 지름으로만 취급하였으며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입경(뺀經)올 몇 구간으로 끊어서 각 구간의 회수율이 부분 분 

급 효율 곡선에서 이상적 분급시에는 그림 .3-18과 같이 수직인 직선 @이 되고 분급 

정도가 나쁜 정도에 따라 @，@과 같이 경사를 갖는 곡선이 된다. 

분급점 은 통상 이 부분 분급효율 50%에 해 당하는 입 경 (함經)으로 50% 분급지 름 

(D뼈)으로 불리워지며， 이 입경의 입자는 조분측으로 가는 비율과 미분측으로 가는 

비율이 같아진다. 또 이보다 큰 업자는 조분측으로 가기 쉽고 작은 입자는 미분 측 

으로 가기 쉽다는 것을 표시한다. 

분급지름으로서는 평형입도 (Dpe)가 사용될때도 있다. 부분 분급효율 곡선에서는 

정량적인 값으로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곡선에 준해서 각종의 지수가 제안되 

어 있다. 

분급정도지수(Sharpness lndex) K로 서독 크라우셔터르 대학의 Leschonski에 의 

해 제안된 Dp25와 Dp75의 비로 표시되고 있다 (그림 .3-19참조}.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습식 또는 건식방법에 의한 인공 쇄석사 제조공정에서 사용 분급기의 종류(국가별， 

제품별)에 따른 미분의 효율올 측정키 위해 입자크기의 분석 가능 범위가 

O.l -600rnicrons까지 허용되는 영국의 Malvem Instruments Ltd. 제품인 Master 

Sizer로 습식 기기 분석 방법에 의한 결과에서는 Dpl0과 D뼈 D뼈로 표시되며 즉，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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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비 0%에서 100%까지의 입자크기 측정값을 보여주고 누적 분포선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Master Sizer의 실험에 의한 쇄석사 분급점 (73.9t.tm)의 누적비로 본 %로서 

미분 전체의 입자크기 분포상태를 보기 위함으로 국내 인공 쇄석사 공장 미분스러 

지， 분급기， 종류별 업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3-11과 같다. 

습식에 의한 인공 쇄석사 공정에서 분급기 종류별로는 대표적으로 프랑스제품 

Cyclon Type Sand unit와 국내 제작품 및 수입품의 Cyclone Type과 Drum Type 

Spiral Classifier 그리고， Open Drum Type, Spiral Classifier로 분류하고 건식 시스 

댐의 Air Separator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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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부분분급효율 그림. 3- 19 부분분급효율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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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분스러지의 입도에 의한 효율 분석 

표.3-11은 미분스러지를 Master sizer기기로 실험결과 분석에서， 습식에 의한 인 

공쇄석사 생산공정에서 프랑스 회사의 분급기 (Cyclone Type Sand U띠t)를 국내 

업체에 설치한 대표적인 127B 현장에서 쇄석사 분급점 73.9Jlm의 평균 누적비는 

94.3%로 높은 효율올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 제작품 또는 수입품의 분급기에서 

Cyclone Type과 Drum Type 그리고 Open Drum Type으로 분류하여 시험한 결과 

Cyclon Type은 8개의 현장에서 평균누적비가 84.6%, Drum Type는 7개 현장에서 

74.7%로 나타났으며， Open Drum Type은 9개 현장에서 평균누적비 76.8%로 나타 

났다. 누적비(%)의 효율 기준점올 80%이상으로 볼때 국내 제작품 및 수입품에서 

Drum Type과 Open Drum Type분급기가 Cyclone Type보다 효율이 저조함을 알수 

있다. 건식 시스댐의 2개의 공장에서는 78.0%의 평균 누적비를 보이고 있다. 

특히 Cyclone Type 중 M.M.CO의 프랑스 MS사 Sand Unit가 분급효율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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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미분 스러지 기종별 분급효율 분석표 

1) 누적비 50%연때 

2) 누적비 90%일때 

3) 누적비 10%일 때 

가. M.M.CO(MS) Cyclon Type Sand Unit 분급기 

측정결과의 값(Jlm) 

쇄석사분급점 
비고 

(73.9Jlm)의 D(4.3) D(v,0.5)1’ D(v,0.9)G! D(v,O.nl ’ 
누적비 (%) 

K-1 99.9 9.54 5.25 27.53 0.82 

K-2 99.3 56.26 52.14 118.70 5.44 

K-3 99.1 17.54 13.21 42.69 1.56 

K-4 97.7 21.84 17.33 51.70 1.70 

K-5 93.0 27.79 21.93 66.06 2.27 

K-6 98.8 19.02 14.54 45.66 1.83 
K-7 97.7 22.36 17.49 53.14 1.71 

K-8 91.6 30.11 24.54 69.99 2.43 

K-9 99.9 57.79 47.75 134.63 5 .19 

K- lO 68.2 55.껑 48.06 124.83 4.37 

K-11 98.9 19.00 14.57 45.48 1.83 
K-12 87.0 36.91 32.86 80.04 3.46 

평균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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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제작품 또는 기타 수입 분급기 

(1) Cyc10n Type Sand Unit형 

측정결과의 값(J.lm) 

구분 쇄석사분급점 비고 
업체명 (73.9J.lm)의 D(4.3) D(v,0.5)1I D(v，0.9)긴 D(v,O.l?’ 

누적비(%) 

K-14 71.4 52.92 44.76 118.88 6.05 

K-15 76.0 47.51 41.02 106.05 4.36 

K-17 95.9 27.93 24.67 59.27 3.40 

K-18 99.3 16.04 11.49 40.56 1.23 

K-19 98.7 17.21 13.50 40.84 1.58 
K-20 85.4 37.19 29.83 86.51 3.89 

K-21 68.1 57.20 49.67 25.63 7.50 

K-22 81.8 40.45 32.37 94.97 3.82 

평균 84.6 

(2) Drum Type Spiral Classifier 

측정결과의 값(J.lm) 

쇄석사분급정 
비고 

(73.9J.lm)의 D(4.3) D(v,0.5)1I D(v，0.9)긴 D(v,O.1)‘” 

누적비(%) 

K-16 56.3 70.16 61.14 156.07 4.28 

K-23 89.4 34.05 28.68 75.31 4.07 

K-24 97.9 22.30 18.70 51.10 1.52 

K-26 27.6 108.95 116.47 169.14 33.64 

K-27 90.6 28.32 20.11 72.20 1.79 

K-28 87.2 38.19 34.47 79.71 5.31 

K-29 74.1 48.85 42.95 106.96 4.67 

평균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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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pen Type Spiral Classifier 

측정결과의 값(llm) 

구분 
쇄석사분급점 비고 

업체명 
(73.911m)의 D(4.3) D(v,0.5)11 D(v，0.9)긴 D(v,O.Ù:l’ 
누적비(%) 

K-25 89.8 37.22 34.37 74.38 6.45 

K- 30 78.5 45.07 38.86 99.99 4.30 

K-31 88.8 25.72 10.89 77.17 0.96 

K-32 30.0 97.23 99.14 163.99 23.22 

K-34 54.2 67.92 67.14 144.55 1.83 

K-36 97.1 22.20 17.48 51.72 2.66 

K- 37 62.3 64.10 51.37 150.73 4.80 

K-42 98.4 21.11 17.24 48.15 2.34 

평균 76.8 

다. 건식 Air Separator Type 

측정결과의 값(llm ) 

구분 쇄석사분급점 비고 
업체명 (73.911m)의 D(4.3) D(v,0.5)11 D(v，0.9)긴 D(V,O. l)::S1 

누적비(%) 

K-39 56.0 41.81 17.84 132.68 1.34 

K-40 99.9 10.18 6.03 28.44 0.87 

평균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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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분스러지의 사분법 및 Master sizer에 의한 효율분석결과 검토 

쇄석사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미분 스러지의 (-200mesh) 입도 분포를 mesh체로 

습식 에 의 한 분석 과 Rayer Beam에 의 한 Master Sizer기 기 를 사용한 습식 분석 법 에 

의한 2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Master Sizer 기기로서의 분석은 Rayer 

Beam으로부터 측정의 결과는 신속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미분크기의 분포가 클 때 

Focal Length의 한 종류 OüOrrνm 또는 300rnlm)로서 전체를 한 spectacle안에 나타 

내지 못한다는것과 실제 particle size보다 더 크게 분석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 

코져 분석법에서 정확도를 갖기위해 습식의 체에 의한 분석을 시도하여 비교 검토 

하였던바 표.3-12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여기에서 M.M.CO(MS사)의 Sand Unit Type형 분급기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국내 

12업체에서의 결과에서 평균으로 체에 의한 분석 87.9%이고 Master sizer 기기가 

94.2%로 이를 비교하여 볼 때 오차가 6.3%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누적비(%)의 

효율 기준점올 80%로 볼 때 2개 방법 모두가 기준점올 훨씬 상회함으로써 최상의 

분급효율을 나타내어 분급기의 높은 성능올 입증하였다. 

국내제작품 또는 기타 수입 분급기에서 Cyclone Type Sand Unit형은 체에의한 

평 균치 82.6% (Master sizer 84.6%)로 M.M.CO(MS사)의 mesh 시 험 87.9%와 

Master Sizer 94.2% 보다는 저효율이나 기준점올 상회하고 있음올 볼 때 Cyclone 

Sand Unit형 이 효율면에서 좋은 것올 보여주고 있으며， Drum Type Spiral 

Classifier의 경우 체에 의한 평균치 73.0%(Master sizer 74.7%)로 저조한 효율이고， 

Open Type Spiral classifier는 체 에 의 한 평 균치 78.7%(Master sizer 76.8%)로서 기 

준치 이하이나 Drum Type보다 높은 효율의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Air separator Type 분급의 건식 시스댐은 대표적인 국내 2개 업체의 효 

율 분석 결과 체에 의한 명균치 61.6%(Master sizer 78.0%)로서 저조한 효율을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Size별의 분포는 Uniform하게 분포되어 있음 보여주고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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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건식 시스템에서 분급기는 Air separator올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상의 인공 

쇄석사 제조 공정 또는 분급 효율 향상올 위해 분급기에 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다음 그림은 3-20에서 3-29까지 분급 효율올 위해 실험한 미분스러지 분석결과로 

서 종류별， 기종별로 구분한 대표적인 것올 수록하였다. 

표. 3-12 미분스러지 기종별 분급 효율 Rayer Beam 및 사분법 분석비교표 

가. M.M.CO (MS사) Cyclone Sand Unit형 분급기 

-200mesh 입 도 분포도 

구분 
비고 

업체별 
Rayer Beam에 의 한 Master 

체에 의한 분석(%) 
Sizer기 기 분석 (%) 

K-1 89.5 99.9 
K-2 98.8 99.3 
K-3 72.1 99.1 

K-4 95.9 97.7 
K-5 72.5 93.0 
K-6 78.2 98.8 
K-7 92.1 97.7 
K-8 91.0 91.6 
K-9 92.6 99.9 
K- lO 85.5 68.2 
K-ll 92.5 98.9 
K-12 93.6 87.0 
평균 87.9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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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제작품 또는 기타 수입 분급기 

(1) Cyc10n Type Sand Unit형 

-200mesh 업 도 분포도 

구분 

업체별 체에 의한 분석(%) 
Rayer Beam에 의 한 Master 비고 

Sizer기 기 분석 (%) 

K-14 68.3 71.4 
K-15 76.2 76.0 
K-17 88.4 95.9 
K-18 86.3 99.3 
K-19 94.6 98.7 

K-20 78.6 85.4 

K-21 89.8 68.1 

K-22 78.7 81.8 

평균 82.6 84.6 

(2) Drum Type Spiral Classifier 

-20아nesh 입 도 분포도 

구분 

업체별 체에 의한 분석(%) 
Rayer Beam에 의 한 Master 비고 

Sizer기 기 분석 (%) 

K-16 65.4 56.3 

K-23 84.7 89.4 

K-24 62.7 97.9 

K-26 43.2 27.6 

K-27 79.9 90.6 

K-28 93.5 87.2 

K-29 81.7 74.1 

평균 73.0 74.7 

-80-



(3) Open Type Spiral Classifier 

-200mesh 입 도 분포도 

구분 
비고 

업체별 Rayer Beam에 의 한 Master 
체에 의한 분석(%) 

Sizer기 기 분석 (%) 

K-25 89.6 89.8 

K-30 84.2 78.5 

K-31 89.2 88.8 

K-32 45.15 30.0 

K-34 82.6 54.2 

K-35 89.8 92.0 

K-36 81.5 97.1 

K-37 56.25 62.3 

K-42 89.7 98.4 

평균 78.7 76.8 

다. 건 식 Air Separator Type 

200mesh 입 도 분포도 

구분 
비고 

업체별 Rayer Beam에 의 한 Master 
체에 의한 분석(%) 

Sizer기 기 분석 (%) 

K-39 51.2 56.0 

K-40 72.0 99.9 

평균 61.6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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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분 분급 효율에 따른 스러지 발생량 분석 

국내 쇄석사 생산 업체 44개 중 43개 업체의 분급시설의 효율에 따른 스러지 발 

생량과 +200rnesh(+74~rn)이상의 미사가 스러지에 함유되어 분급된 장치를 표.3-13 

와 같이 미분( -200rnesh)발}..~율올 각 업체별로 구하고 이것을 토대로 쇄석사에 미분 

잔량을 뺀 스러지로 발생되는율올 구하였다. 표.3-13， 14는 1996년도 각 업체의 스 

러지 입도 분석시험 결과 스러지 중에 -200rnesh와 +200rnesh의 함유율 및 그 량과 

쇄석사에 스러지가 함유되는 율과 량올 산출한 결과이다. 쇄석사용 원료석분 소요량 

은 총 8，216，997rn3가 소요되었으며， 년간 총 스러지 발생량은 l ，316 ，386rn3이다. 이 중 

에 쇄석사로 사용 가능한 세립사의 함유량은 214，973rn3로 이것은 분급효율이 낮은 

분급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량으로 쇄석사에는 세립사의 부족현상을 초래 

하고 스러지는 량이 불어남으로서 스러지 처리비 증가로 비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분급 효율이 좋다하더라도 이것올 다 채취 할 수는 없을 것이나 효율을 

80-90%이상으로 올리므로서 스러지의 많은 량이 감소 할 것으로 본다. 

표. 3-13 업체별 쇄석사 제조공정에서 미분 ( -200rnesh)발생량 

싫t 
석분 입형개선시 쇄석사의 총미분 -200rnesh 부순모래의 

미분함량 미분발생율 미분잔량 발생율 이하 스러지 원료 

(%) (%) (%) (%) 발생율(%) (rn/rn) 
K-1 3.72 9.1 2.18 15 12.82 석분(-10) 

K-2 3.36 9.72 1.92 15 13.08 석분( -8) 

K-3 12.90 11.12 0.98 25 24.12 석분( -8) 

K-4 6.48 8.7 4.82 20 15.18 석분(-10) 

K-5 11.7 5.76 1.54 19 17.46 석분( -19) 

K-6 0.25 11.49 2.26 14 11.74 석분( -8) 

K-7 5.01 5.73 2.26 13 10.74 석분( -8) 

K-8 5.28 6.52 3.2 15 11.80 석분( -8) 

K-9 3.1 7.10 2.8 13 10.20 석분( -8) 

K- lO 1.56 5.66 2.78 10 7.22 석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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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싫r 
석분 입형개선시 쇄석사의 총미분 -200mesh 부순모래의 

미분함량 미분발생율 미분잔량 발생율 이하 스러지 원료 

(%) (%) (%) (%) 발생율(%) (m/m) 

K-11 5.6 4.9 2.5 13 10.50 석분( -8) 
K-12 5.67 4.25 3.08 13 9.92 석분( -8) 
K-13 5.85 5.49 2.66 14 11.34 석분( -5) 
K-14 4.91 6.65 0.44 12 1 1.닮 석분( -8) 
K-15 2.55 11.27 1.18 15 13.82 쇄석 (-15) I 
K-16 6.26 7.06 1.68 15 13.32 석분( -8) 
K-17 1.72 5.44 1.84 9 7.16 석분( -8) 
K-18 7.8 4.9 0.3 13 12.70 석분( -8) 
K-19 11.55 4.9 3.55 20 16.45 석분( -8) 
K-20 7.96 5.84 4.20 18 13.80 쇄석 (-13) 

K-21 5.65 5.5 1.8 13 11.20 석분(-10) 

K-22 2.64 13.45 1.91 18 16.09 석분( -8) 
K-23 7.5 5.64 2.56 12 9.44 쇄석 (-25) 

K-24 9.2 8.24 0.56 13 12.44 쇄석 (-40) 

K-25 8.35 6.7 2.2 13 10.8 석분( -8) 
K-26 2.08 10.46 0.46 13 12.54 석분( -8) 
K-27 6.4 7.96 0.64 15 14.36 석분( -8) 
K-28 5.03 6.35 3.62 15 11.38 석분( -8) 
K-29 5.6 8.36 1.04 15 13.96 석분( -8) 
K-30 5.75 7.01 2.24 15 12.76 석분( -8) 

K-31 6.45 8.71 2.84 18 15.16 쇄석 (-25) 

K-32 2.97 8.43 0.6 12 11 .40 석분(-8) 

K-33 5.2 9.31 0.46 15 14.54 석분( -8) 

K-34 4.04 9.96 1.00 15 14.00 쇄석 (-40) 

K-35 2.9 7.8 2.3 13 10.70 석분( -8) 

K-36 6.31 9.01 1.68 17 15.32 석분( -8) 

K-37 5.15 8.15 1.7 15 13.30 석분(-10) 

K-38 3.2 7.42 2.38 13 10.62 쇄석 (-40) 

K-39 5.6 13.46 0.94 20 19.06 석분(-8) 

K-40 3.18 24.45 21.27 24.45 22.08 석분(-8) 

K-41 4.38 0 4.38 3.58 석분( -8) 

K-42 3.28 8.12 1.6 13 11.40 석분(-10) 

K-43 2.32 5.68 2.0 10 8.00 석분( -8) 

K-44 3.92 9.98 1.1 15 13.90 석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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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1996년 기준으로 전국 스러지 발생량 추산표 

Q;￡t 
쇄석사 -200mesh +200mesh 

총스러지 년간스러지 
+200mesh 

원료석분 스러지 스러지 
발생율% 발생량m3 

까‘러지 

함량m3 발생율% 발생윷% 발생량m3 

K-1 233,000 12.82 1.35 14.17 33,018 3,145 

K-2 196,000 13.08 0.17 13.25 26,000 33 
K-3 324,000 24.12 6.73 30.85 100,000 21 ,800 

K-4 96,635 15.18 0.62 15.8 15,268 599 

K-5 209,500 17.46 4.79 22.25 46,600 10,034 

K-6 271,900 11.74 2.56 14.3 38,900 6,960 

K- 7 266,559 10.74 0.85 11.59 30,894 2,266 

K-8 241.000 11.80 1.06 12.86 31 ,000 2,555 

K-9 269,500 10.20 0.75 10.95 29,500 2,021 

K- lO 43,600 9.22 1.05 8.27 3,600 458 

K-11 61,693 10.50 0.79 11.29 6,965 487 

K-12 1,056,500 9.92 0.63 10.55 111,500 6,655 

K- 13 698,730 11.34 2.79 14.13 98,731 19,495 

K-14 184,000 11.56 3.66 15.22 28,000 6,734 

K-15 242,490 13.82 3.29 17.11 41 ,490 7,978 

K-16 182,800 13.52 4.61 17.93 32,770 8,425 

K-17 81,500 7.16 0.83 7.94 6,500 676 

K-18 233,800 12.70 1,74 14.44 33,700 4,067 

K-19 36,300 16.45 0.89 17.34 6,300 323 

K-20 840,840 13.80 2.95 16.75 140,840 24,800 

K-21 45,630 11.20 1.14 12.34 5,630 520 

K-22 208,700 16.09 3.43 19.52 40,700 7,160 

K-23 3,928 9.44 1.45 10.89 427 57 

K-24 12,060 12.44 4.64 17.08 2,060 560 

K-25 6,812 10.8 1.12 11.92 812 76 

K-26 24,894 12.54 7.12 19.66 4,894 1,772 

K-27 435，αm 14.36 2.89 17.25 75,000 12,573 

K-28 227,600 11.38 0.74 12.12 27,580 1,680 

K-29 95,800 13.96 2.55 16.51 15,800 2,440 

K-30 375,500 12.76 2.02 14.78 55,500 7,585 
K-31 52,885 15.16 1.64 16.8 8,885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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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휩 
쇄석사 -200mesh +200mesh 

총스려지 년간A 러지 
+200mesh 

원료석분 스러지 스러지 
101 1- λ씨δ 돋 。r~‘ζ。 발생량m3 

스러지 

함량m3 ~À~ 걱 。흐 % 발생율% 발생량m3 

K-32 85,355 11 .40 6.59 17.99 15,355 5,625 

K-33 52,315 14.54 9.00 23.54 12,315 4,708 

K-34 227,382 14.00 2.44 16.44 37,381 5,548 

K-35 136,039 10.70 l.09 1l.79 16,039 1,483 

K-36 219,900 15.32 2.83 18.15 39,900 6,224 
K-37 185,460 13.30 5.82 19.12 35.460 10,794 

K-38 40,210 10.62 5.82 16.44 6,610 23.40 

K-39 139,586 19.06 9.30 28.36 39,587 12,982 
K-41 2,074 3.58 3.58 74 

K-42 40,000 11 .40 1.17 12.57 5,032 468 

K-43 작업휴 8.00 5.34 13.34 

K-44 70,279 13.90 13.90 9,769 
K-40 97년 건식 시설 시운전중 
총계 8.216.997 l.316.386 21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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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국내 쇄석사의 품질분석 

1절. 쇄석사 원료 암석의 현미경 관찰 및 X.R.D 검토 

1) 원료암석 종류별 현미경적 분석 

국내 쇄석사로 생산하고 있는 원료암석의 대표적인 암석의 종류별로 그 구성광물과 

조직올 현미경으로 관찰 분석함으로서 쇄석사로 파쇄 과정에서 입형에 어떤 영향올 

미칠것인가를 예견 할수 있올 것이다. 

쇄석사 제조 원료의 대종올 이루고 있는 화강암은 혹운모 화강암， 우백질 화강암 

과 일부 현미경 사진.4-3과 같이 미문상 화강암도 개발하고 있다. 현미경 사진.4-1 

에서 보듯이 중립질의 흑운모화강암으로 입상조직으로 석영 장석의 입자 크기는 대 

개 O.7-3m/m것이 많고， 소량이 0.1 -0.3m/m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미경 사진.4-2의 

우백질 화강암은 조립질로서 둥입상조직올 보이고 있다. 

업자크기는 2m/m-4m/m정도의 것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조직에서 

보여지듯이 주 구성광물이 석영， 장석으로 중립질 또는 조립질로서 파쇄시 이들 결 

정입자의 봉합면올 따라 파쇄가 잘될것이다. 따라서 육면체에 가까운 입형올 가진 

입자로 파쇄됨으로서 입형이 좋은 물성올 가진다. 물성시험 결과에서도 조립율이 

2.6-3.1 내외로 좋은 조립율과 결정이 작은 것과 파쇄된 결정올 세립사를 형성함으 

로써 입도 분포도 양호할 것이다. 따라서 쇄석사 제조의 암석 물성으로는 양호한 암 

석이라 하겠다. 

현미경 사진 .4-4는 석영과 혹운모가 방향성이 있는 배열올 보이고 있는 화강편마 

암으로 입자의 크기는 0.1 -0.4m/m이며 대개 O.3-0.4m/m의 것이 많다. 현미경 사 

진.4-5 또한 화강편마암으로 입자크기는 1-2m/m가 대부분으로 Sheared조직올 보이 

고 있다. 이들 화강 면마암 및 편마암류의 암석은 화강암과 같이 입상조직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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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으로 이 암석 역시 업형 파쇄가 잘 되어 조립율이 약 2.71에서 3.11로 양호하 

다. 

장석반암의 관업으로 같이 채굴하는 1개 업체는 조립율이 3.35로 불량하다. 반암 

류는 현미경 사진.4-6 및 4-7과 같이 장석 반암과 석영 반암동으로 이들은 반상조 

직을 가지며 반정은 주로 1mm내외의 반점을 간혹 함유하고 있고， 기질부는 세립의 

석영， 장석과 주로 방해석둥의 유리질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비교적 세립 내지 유 

리질의 치밀한 조직의 석기를 가지는 암석은 파쇄과정에서 편석과 각석발생이 심하 

며 업형개선도 되지않아 입형판정실적율이 53-54정도이고 조립율은 3.41-3.59로 불 

량하다. 

쇄석사 원료암으로 사암과 실트암은 현미경 사진.4-8과 4-9와같이 업자는 

0.1 -0.5m/m정도의 장석과 석영으로 이루어지고， 그 주변에 세립의 방해석둥으로 이 

루어져 있어 파쇄시 방해석 부위가 깨어짐으로 입형이 잘 이루어져서 실험결과 입 

형판정실적율이 58.7까지 올릴 수 있었다. 현미경 사진4-10과 4-11은 위의 사암 층 

에 협재되는 실트암으로 층리구조를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따라서 사암 

과 같이 파쇄시 대개 세립사나 미분 발생율이 높다. 그러나， 입형은 편석이나 각석 

이 별로없는 장점이 있다. 이들의 쇄석사 시험의 입형판정 실적율은 58.7까지 만들 

수 있었으며 조립율은 2.86-3.36까지 만들 수 있다. 

셰일은 현미경 사진.4-12와 같이 층리가 잘 발달된 조직으로 입자가 미세하며，파 

쇄시 층리면으로 깨짐으로서 편석과 각석이 많이 생기고 미분스러지 발생량이 증가 

할 것이다. 스레이트는 현미경 사진.4-13과 같이 잘 발달된 엽상조직과 파랑벽개가 

발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암석은 편석과 각석으로 파쇄됨으로서 입형판정 실적율에 

서 기준치에 미달한 52.6 정도로 쇄석사 제조가 어렵다. 

규암은 현미경 사진 4-14와 같이 거의 대부분이 석역으로 이루어지고 자형 결정이 

아닌 타형 결정의 봉합상조직이기 때문에 파쇄시 패각상으로 깨어짐으로서 각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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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생김으로서 업형판정실적율이 52정도로 규정치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웅회암 

및 현무암은 현미경 사진.4-15와 4-16과 같이 화산 분출암류로서 웅회암은 석영 및 

장석 결정편과 퇴적암 또는 변성암편으로 구성되고 기질부는 운모， 녹니석， 백운모， 

세리사이트 및 유리질 미립재 (ash)로 이루어져 있다. 이 암석 역시 조립율과 입형판 

정실적율이 좋지 않다. 

현무암은 주로 사장석과 Clino Pyroxene의 주상 결정이 대부분이며， 석기는 유리 

질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암석은 강하거나 찔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쇄석사로 파 

쇄시 기계 마모가 심하며 입형판정실적율도 기준치 이하인 50.9-52.4정도이다. 유문 

암질 웅회암은 현미경 사진.4-17 및 4-18과 같이 결정편은 사장석과 석영편이고 대 

부분 기질부로 형성되어 있는데 결정편과 암편(안산암)을 포유하고 있으며 용결조견 

을 보이고 약간의 유상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암석은 강하면서 질긴 암석으로 파쇄 

가 힘들며 기계마모가 심하고 조립율과 입형판정실적율이 좋은편은 아니다. 

현미 경 사진. 4-1 흑운모 화강암 ( x25) Pl:사장석 KF:마이크로퍼사이트 

Q:석영 H:혼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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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사진. 4-2 우백질 화강암 ( x25) Q :석영 Mi:미사장석 
Pl :사장석 Chl:녹니 석 

현미 경 사진. 4-3 미 문상화강암 ( x25) Q:석 영 과 사장석 으로 구성 되 고 
QF:석영에 주입된 장석을 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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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사진. 4-4 화강편마암 (x25) Q:석영 bt: 흑운모는 엽편리를 보임 

현미경 사진 . 4-5 화강편마암 ( x25) 주로 석영과 사장석과 미사장석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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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사진. 4-6 장석반암 ( x25) 사장석반점과 소편의 석영 및 방해석 
기질부로 이루어짐 

현미경 사진. 4-7 석영반암 ( x25) 석영반점과 기질부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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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 경 사진. 4-9 X63 
석영， 사장석， 운모， 방해석， 
기질부로 구성된 세립질 사암 

현미경 사진 . 4-8 X25 
석 영 (Q) , 장석 (fed), 백 운모(mus)의 결 정 업 자와 
방해석의 기질부로 형성된 조립질사암 

l 

}
。Nl 

사진. 4-11 X63 
업자로 구성되는 

실트암 

현미경 

소량의 

암회색 

현미경 사진. 4-10 X63 
석회암편올 함유하는 저색실트암 



현미경 사진. 4-12 셰일 ( x25) 짧은 총리가 잘 발달됨 

현미경 사진. 4-13 스레이트 ( x25) 사질층리와 셰일층리가 교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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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사진. 4-14 규암 (x25) Q: 대부분이 석영으로 구성 

현미경 사진. 4-15 웅회암 (x25) Pl: 사장석 Q:석영 
m 운모 Clh:녹리석 Se :견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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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사진. 4-16 현무암 ( x25) Pl:사장석 cpx :clino pyroxene Gm:유리질 석기 

현미 경 사진. 4-17 유문암질 웅회 암 (x25) Pl:사장석 Q:석 영 bt:흑운모 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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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사진. 4-18 (x25) 유문암질 웅회암의 유상구조 

2) 쇄석사 원료암석의 X.R.D 분석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쇄석사 원료암석 중에 암석 종류별로 대표적인 암석의 

X.R.D분석을 하여보았다. 그 결과 가장 많이 생산 하고 있는 화강암류 중에 수도권 

의 화강암중 조립질 화강암과 중립질 화강암이 그림.x선 4-1과 같이 조립질을 석영 

과 정장석，사장석을 주로하며， 중립질올 석영， 정장석， 사장석의 피크가 크지 않고 

미량의 카오련올 수반하고 있다. 수반광물로는 양암석과 백운모를 수반하고 있다. 

반암류는 그림.x선 4-1에서 주구성광물은 석영， 정장석， 사장석과 수반광물로는 

장석류와 녹니석， 백운모를 수반하고 있으며 편마암은 석영을 주로하여 운모， 장석 

과 미량의 카오련을 수반하고 있다. 천매암은 일부 스레트를 수반하고 있으며 그림. 

X선 4-2에서 석영을 주로하여 운모， 녹니석， 카오련둥을 수반하고 있다. 그림.x선 

4-3은 화산암류로서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둥으로 현무암은 사장석을 주로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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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올 수반하고 있다. 안산암은 사장석을 주로하여 석영， 녹니석을 수반하고 있고 

유문암은 유문암질웅회암으로 석영을 주로하여 녹니석올 수반하고 있다. 이들 암석 

의 석기는 유리질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올 현미경 관찰에서 설명한바 있다. 

Granite(초명 111) 

C : Chloñte 
PI : Pluioclue 
Kf : Orîhoclase 
F : Feldspar 
!". : ttYrG.Ph,llite 
K : K.olìa 
Q : QuaπI 
M : Museobite 
J( : Hornblende 

Graoite<흩잉 111) 

POOJby꺼U 

K F 

Q PI 

KI 

Q 

Q 

P I 

그림 .X선 4- 1 X.R.D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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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Granitic gneiss 

Kf 

PI 

Q 

Q 

anelss 

M 

Q 

Phyllite 

C&K 

그림 .X선 4-2 X.R.D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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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885alt 

KC 
PI 

P I PI 

PI 

Andcsite 

Q 

c 

「’ ’ 
j 

Q 

Rhyolitc 

PI 

그림 . X선 4-3 X.R.D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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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일반적 골재의 조건 

일반적으로 양질의 골재의 요구 조건은 강도， 비중， 단위용적중량， 실적율， 내구성， 

내화성， 내마모성이 클수록 좋은 성질이며， 또한 홉수율， 공극율， 유해물질인 점토， 

유해불순물， 염분둥이 작올수록 양질의 것이다. 이외에도 입도， 조립율이 적당해야 

좋은 골재이다. 

가. 업형의 영향 

일반적으로 쇄석사의 특정은 입형이 자연사보다 퉁글지 못하므로 입도가 나쁘고 

미분이 포함되기 쉽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배합에서 콘크리트의 성질을 좌우하는 결 

정적인 내적요인으로서 단위수량이 증가하게되고 유동성， 작업성이 중대되나 강도， 

수밀성， 내구성이 저하되며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함으로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혼화 

제 (AE감수제， 유동화제둥)를 사용한다. 단위 시멘트량올 증가시키면 강도는 확보되 

나 경제성이 낮아지고 점성중대로 재료분리 현상이 나타난다. 감수제인 혼화제는 유 

동성， 방수성， 점성둥의 특별한 성질이 부여된다. 입형의 영향면에서 볼 때 쇄석사는 

골재면이 거철기 때문에 부착강도가 중진되고 배합조건둥이 적절하면 압축강도가 

10%까지 증진된다. 그러나 소요 슬럽프를 얻으려면 5-12%의 단위 시멘트량이 증대 

하게 된다 

따라서 단위 수량올 증대시키지 않기 위하여 혼화제인 AE감수제나 유동화제둥올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그림.4-4참조). 강모래와 쇄석사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경시 변화는 그림.4-5와 같다. 

나. 미분량의 영향 

콘크리트에 있어 미분량이 많올수록 단위수량이 증가하고 강도가 저하되나 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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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자연사인 강모래보다 강도의 저하량이 미약하고 그림.4-6에서와 같이 단위수량 

증가도 적다. 

쇄석사는 미분량이 5-7%까지는 단위수량 증가가 큰 변화가 없고 강모래보다는 

미분량의 영향이 적다. 미분량이 증가하면 소요 슬럼프당 단위수량이 증가되어 품질 

저하를 가져오나 혼화제 사용으로 이를 방지 할수 있다. 그러나 미분량이 적당한 

3-5%이면 작업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과 실적율둥이 오히려 좋아진다(그림.4-6참조) . 

강모래와 쇄석사의 미분량과 슬럼프 관계는 그림.4-7와 같으며， 미분이 증가할수 

록 슬럽프가 저하된다. 강모래나 쇄석사를 비교하면 믹싱 (Mixing) 직후 슬럼프는 거 

의 동일하지만 믹싱 5분후에는 강모래보다 쇄석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슬럼프가 

미분량의 영향올 덜 받음올 알 수 있다. 이것은 미분의 성분이 점토둥 유해물질이 

아니고 암석이 파쇄된 미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분량과 블리딩 관계 및 건조 수축 

관계는 그림.4-8 및 4-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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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4 입형과 단위수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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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쇄석사의 미분량과 건조수축의 관계 

3절. 국내 생산 쇄석사의 물성실험 결과 및 종합 검토 

쇄석사의 물성은 쇄석사 원료 암석의 물성 즉 사용 암석의 종류에 따라 그 암석 

의 조암 광물의 조직과 결정구조 및 결정업도가 다르고 압축강도와 언장강도가 다 

르며， 생산시스템 즉 파쇄 및 분급방법둥 제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업체별 생 

산된 쇄석사의 물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쇄석사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437H 의 업체의 시료를 

KSF 2닮8에 규정된 항목과 기타 기본 물성을 파악코저 하였으며， 한국 주택공사 주 

택 연구소의 실험 결과치를 암석의 종류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4-1 및 4-2 

와 같으며， 표.4-3에서와 같이 건설현장에 공급사용하고 있는 자연사인 강모래 2종， 

해사3종， 육사2종에 대한 물성 실험치도 주택연구소 실험치를 인용하여 비교 분석하 

였다. 입도분석은 45개 생산업체(휴업중인 업체포함)의 생산된 쇄석사의 입도분포와 

조립율(F.M)을 분석하였다. 이것올 주요 물성별로 검토하여보면 다음 각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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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국내 쇄석사의 물성 품질 시 험 결과 

|입행판갱‘ i I -.. -_.-~ - I 안정성 | 유기 
9'~)-1 실적율 I (~)- I “‘물 

I (%) I I - --

표준용액 

짧웰파Z3 : 측정값온 불합격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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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λ중 \ &휴j\양 1 엉욕 비중 
단위용적 N0200체 입형판정 유기 l 암석의 

조립융 
홉수율 

중량 통과량 
실적율 

실적율 
안정성 

종류 
절건 표건 

(%) 
(kg/m3) % 

(%) 
(%) 

(%) 붙순물 l 

KS규정 2.5 
3%이하 7%이하 53%이상 10%이하 

표준용액} 

치 이상 색깔비교 

K-23 현무암 2.95 2.74 2.80 2.01 1705 2.82 62.2 52.4 1.42 이상없음 

K-24 현무암 2.75 2.85 2.89 1.68 1818 4.89 63.8 50.9 1.19 “ 

K- 25 현무암 3.14 2.75 2.80 1.70 1696 1.66 61.7 53.3 2.05 “ 

평균 2.95 2.78 2.83 1.80 1740 3.12 62.6 52.2 1.55 

K- 4 편암 2.99 2.59 2.62 1.12 1725 4.54 66.6 57.2 1.69 “ 

K-7 
화강 

2.79 2.60 2.61 0.43 1727 1.75 66.4 54.2 1.34 “ 
연마암 

K- 11 
화강 

2.71 2.57 2.59 0.68 1673 2.93 65.1 53 .1 1.63 “ 
편마암 

K-18 
연마암 

3.35 2.56 2.59 1.34 1662 1.34 64.9 55.8 1.37 “ 
및 반암 

K- 19 
편암 및 

2.84 2.67 2.69 0.78 1816 4.76 68.0 55.1 1.00 “ 
편마암 

K-21 
화강 

2.90 2.64 2.65 0.32 1788 3.23 67.7 55.4 0.95 “ 
편마암 

K- 28 
화강 

2.87 2.63 2.65 0.86 1735 4.67 66.0 54.2 1.47 “ 
편마암 

K- 42 편마암 3.11 2.66 2.68 0.60 1739 5.86 65.4 52.1 1.16 “ 

평균 2.95 2.62 2.64 0.77 1733 3.64 66.3 54.6 1.33 

K- 20 규암 3.35 2.64 2.66 0.74 1799 3.84 68.1 55.7 1.05 “ 

K- 44 규암 2.83 2.58 2.59 0.61 1693 3.55 65.6 52.1 1.40 “ 

평균 3.09 2.61 2.63 0.68 1746 3.70 66.9 53.9 1.23 

K-17 백운석 2.67 2.78 2.80 0.55 1903 3.52 68.5 57.0 1.32 “ 

K- 41 석회암 3.30 2.68 2.70 0.78 1674 3.87 62.5 55.0 2.16 “ 

평균 2.99 2.73 2.75 0.67 1789 3.70 65.5 56.0 1.74 

K-39 경화셰일 3.16 2.61 2.63 0.77 1686 0.85 64.6 57.3 1.48 “ 

평균 3.16 2.61 2.63 0.77 1686 0.85 64.6 57.3 1.48 

K-36 천매암 2.81 2.69 2.70 0.52 1737 5.12 64.6 52.6 1.23 “ 

평균 2.81 2.69 2.70 0.52 1737 5.12 64.6 52.6 1.23 

K-3 잡석 3.31 2.47 2.54 2.94 1460 3.32 70.5 55.3 1.않 ” 

평균 3.31 2.47 2.54 2.94 1460 3.32 70.5 55.3 1.많 
」 듀 

감룹:=J . 측정 값은 불합격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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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암종별 쇄석사의 물성시험 결과 

Q3t; 
물성 평가 시험 항목 및 평균 결과값 

시료수 단위용 씻기 입형판 

총:43개 조립율 
절건 홉수율 

적중량 손실율 
실적율 

정실적 
유기 

비중 % 
(kg/m3) 

% 
%% 

불순물 안정성 
% 

KS 2.5 3% 7% 53% 표준색 
10%이하 

규정값 이상 이하 이하 이상 비교 

화강압류 11 2.62 2.56 0.94 1697 2.69 66.3 54.6 합격 1.38 

반암류 4 3.38 2.57 1.25 1660 1.32 64.7 54.2 합격 1.29 
유문암류 2 3.06 2.62 0.71 1766 3.41 67.5 54.9 합격 1.07 
안산암류 8 3.02 2.55 1.85 1672 3.88 65.6 54.4 합격 1.66 
현무암류 3 2.95 2.78 1.80 1740 3.12 62.6 52.2 합격 1.55 
편마암류 8 3.11 2.66 0.60 1739 5.86 65.4 52.1 합격 1.16 
규암류 2 3.09 2.61 0.68 1746 3.70 66.9 53.9 합격 1.23 
석회암류 2 2.99 2.73 0.67 1789 3.70 65.5 56.0 합격 1.74 
경화셰일 1 3.16 2.61 0.77 1686 0.85 64.6 57.3 합격 1.48 
천매암 1 2.81 2.69 0.52 1737 5.12 64.6 52.6 합격 1.23 
잡석 1 3.31 2.47 2.94 1460 3.32 70.5 55.3 합격 1.58 
평균 3.05 2.62 1.16 1699 3.36 65.8 54.3 1.40 

표.4-3 기존의 잔골재의 물성시험 결과 

j짧t\ 
물성 명가 시험항목 및 결과 

조립율 절건비중 
홉수율 단위용적중량 씻기 손실율 실적율 입형판정 

% kg/m3 % % 실적융 % 

KS규정값 2.5이상 3.5%이하 3%이하 

R-l 2.44 2.55 1.27 1558 0.43 61.1 56.9 
강사 R-2 3.39 2.53 1.17 1611 0.77 63.7 56.8 

평균 2.92 2.54 1.22 1585 0.6 62.4 56.9 

S-1 2.96 2.56 0.78 1715 0.55 67.0 59.0 

해사 
S-2 2.97 2.57 0.61 1738 0.45 67.6 59.1 

S-3 2.13 2.53 0.99 1450 2.97 57.3 54.2 

명균 2.69 2.55 0.79 1634 1.32 64.0 57.4 

L-l 2.75 2.51 1.58 1602 2.07 63.8 57.9 

육사 L-2 3.10 2.53 1.49 1623 1.62 64.1 58.5 

평균 2.93 2.52 1.54 1613 1.85 64.0 58.2 

쇄석사 명균 3.05 2.62 1.16 1699 3.36 65.8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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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도 및 조립율 

현지 조사시 채취한 쇄석사 입도 실험 결과 총 45개중 30개가 KSF 2닮8에서 규 

정한 입도 범위를 벗어난는 것으로 총시료의 66.6%가 불합격올 나타내고 있다. 이 

중 22.2%인 107~ 시료는 그립.4-10， 4-11과 같이 입도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가 아주 

미소하나 13.3%인 7개 시료는 그림.4-12와 같이 조립율이 3.2-3.5 이내로 입도 범위 

를 많이 벗어나고 있으며 31.1%인 147~ 시료는 그림.4-13-15과 같이 입도 분포곡선 

에서 알수 있듯이 극히 불량한 곡선올 보이며， 조립율도 3.5-4.4정도로 석분을 사분 

하여 미분제거만한 것과 같이 불량하다. 

457~ 업체의 시료중 15개인 33.3%가 업도 분포가 기준 콕선내에 들어가고 조립율 

도 기준치안에 들어가는 양호한 쇄석사를 제조하고 있었다 (그림.4-16-18참조). 쇄석 

사와 비교대상으로 그림.4-19의 자연사인 강사， 해사， 육사의 입도분포 곡선은 채취 

지역에 따라 큰차이가 있으며， KSF 2526에서 규정한 입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많음올 알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실험 결과치를 종합검토해보면 국내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용 세골 

재의 입도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는 인식올 뒷받침해주고 있다. 

특히 쇄석사의 제조에 있어 그 암석의 물성에 적합한 파쇄와 입형을 개선하지 않고 

단지 사분에 의한 분급만으로 쇄석사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수 있 

었다. 입도 분포 상태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조립율에 대한 관련시방서에서는 

2.3-3.1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립율은 콘크리트의 유동성 즉 작업성에 미치 

는 영향 및 경제성올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표.4-1 및 그림.4-20과 같이 조립율이 2.60-3.59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으며 명균 값은 3.05이다. 암석 종류별로 조립율은 표.4-2에서와 같이 기준치 

3.1올 넘는 것이 반암류 3.38과 면마암류 3.11, 경화셰일 3.16, 잡석 3.31이고， 그외의 

암석은 기준치이내에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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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립율 개선 방법은 암석 물성에 적합한 파쇄와 사분체의 조절올 하거나 조립 

율 3.3 내외의 쇄석사를 조립율 1.8-2.5이내의 자연쇄사와 혼합사로 조립율올 조절하 

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즉 쇄석사 생산방법올 변화시켜 용이하게 입도조절할 수 

있다. 

2) 비중 및 홉수율 

비중 및 홉수율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골재 재질의 치밀정도를 평가하는 

척도일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의 배합결정올 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성질이다. 

골재 원암의 비중은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조암광물의 비중과 그 함유정도 및 치밀 

도에 따라 다양한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골재를 사용하고 있는 암석의 

비중은 2.7내외의 것올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중 2.7의 암석이 풍화가 진행되 

고 있올 경우 풍화된 암석의 내부에는 풍화에 약한 광물이 용출 됨으로서 기공올 

많이 함유하게 되어 비중이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홉수율이 증가하게 되어 골재강 

도가 저하하게 된다. 

따라서 골재의 품질이 나쁘게 된다. 비중이 작고 홉수율이 큰 골재를 사용한 콘크 

리트는 일반적으로 강도 및 탄성계수가 낮고， 건조수축이 크며， 중성화 및 동결융해 

에 대한 저항성도 저하됨으로 콘크리트표준 시방에서는 절건비중 2.5 이상으로 규정 

하고 있다. 

국내 쇄석사의 비중은 표.4-1에서와 같이 3개시료가 규정치 이하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규정치 이상으로， 그리고 전국 쇄석사의 평균 비중은 표.4-2에서와 같이 

2.62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연사인 강사의 평균 비중은 2.54이고 해사는 2.55, 육사 

는 2.52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도 대부분 2.5이상의 비중올 가진 것으로 대부분 

양호하다. 다만 3개 시료는 불량하다. 암석 종류별 쇄석사 및 자연사의 비중은 그 

림.4-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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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율은 KS기준치 부적합한것이 1개 시료이고， 또한 기준치가 3%이하이나 흡수율 

이 2%이상이며 절건 비중이 2.5이하인 시료가 2개로 나타났으며， 홉수율은 2.01%이 

나 절건비중은 2.74인 시료가 1개로서， 이것은 염기성 암석에 속하는 현무암이다. 이 

것은 비중은 높으나 암성생성시 가스로 인한 미세 기공이 발달하는 다공질 암석으 

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쇄석사 전체의 평균 홉수율은 1.16%로 자연사 전체의 평균 흡수율 1.18보다 낮은 

결과치로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비중의 암석 종류별로 분석하여 보면 표.4-2와 그림.4-21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비증이 2.6이상이 현무암 2.78, 석회암 2.73, 편마암 2.66, 천매암 2.69, 유문암 

2.62, 규암류가 2.61로 높으며 , 그외 의 암석 은 2.55-2.57로 양호하고 다만 잡석 이 2.47 

로 기준치 이하로 불량하게 나타나고 있다. 

흡수율은 표.4-2와 그림.4-22에서와 같이 비중과 반비례의 상관성을 보이기도하나 

화산암류인 안산암과 현무암은 비중과 상관성이 없이 홉수율이 안산암 1.85% 현무 

암 1.8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암석이 다공성과 치밀도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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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암석 종류별 쇄석사 홉수율% 

입형판정실적율 3) 단위용적중량， 실적율 및 

단위 용적당 점유하는 골재를 절건상태로 환산한 단위용적중량은 시료를 용기의 

중에 점유하는 골재의 실제 체적의 비율이 용적 단위용적중량이고 용기의 질량이 

실적율이다. 따라서， 실적율은 단위용적 중량(kg/m3 )을 측정하여 그 값을 골재의 절 

건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일 중량으로서 통상 kg/m3으로 표시하며 단위용적중량이란 1m3당 골재의 골재의 

반적으로 굵은 골재는 1,550-1 ,850kg/m3, 잔골재는 1,450-1 ,700 kg/m3 굵은 골재와 

종류， 입형， 입도， 함수량， 잔골재를 혼합한 골재는 1 ，760-2 ，OOOkg/m3이지만 골재의 

증가하므로 클수록 채워지는 용적이 

용기에 채우는 방법 동에 따라서 달라진다. 

단위용적중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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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극율이 감소하며 실적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해진다. 

(비중 * 1(00) -단위용적중량 
공극율(%) = * 100 

(비중 * 1(00) 

단위용적중량 
실적율(%) = * 100 

(비중 * 1(00) 

골재의 형상(입형)은 세장비 또는 편평율 동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골재의 집단 

에 대한 입형판정은 입형판정실적율로 나타낸다. 그림.4-23과 같이 골재의 입형에 

따라서 용기에 채워지는 정도가 달라지며， 입형이 둥글수록 실적율은 크고 모난 것 

일수록 작아진다. 골재의 실적율이 크면 골재의 형상이 좋고 입경이 큰 입자와 작은 

업자가 적당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다(입도가 좋다)는 의미가 되며， 콘크리트의 성질 

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 모르터의 양이 적게 소요되어 경제적인 소요강도의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다. 

g 콘크리트의 밀도， 마모저항성， 수밀성， 내구성 둥이 증대함 

g 단위시멘트량의 감소로 건조수측 및 수화열올 저감시킬 수 있으므로 균열 

발생율올 줄일 수 있다. 

a) 입형이 둥근 골재 b) 입형이 모난 필재 

~ ~ 

그림 . 4-23 골재의 업형과 실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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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강모래의 실적율은 55-70%이지만 KS F 2558 (콘크리트용 쇄석사)에는 

쇄석사의 입형판정실적율을 53%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강자갈의 실적율은 60-65%이며， 부순돌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약 3-5% 감 

소한다. 단위용적질량， 실적율 및 입형판정실적율 시험은 크기가 어느정도 이상으로 

크지 않으면 오차가 생기기 쉽다. 또한 용기의 다짐방법에 차이가 있으면 다른 결과 

가 얻어지기 쉬운 방법으로 숙련된 시험자의 일률적인 시험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국내 쇄석사의 암종별 단위 용적 중량은 표.4-2와 그림.4-24과 같으며 실적율은 

그림.4-25와 같다. 쇄석사의 입형판정실적율은 표.4-2와 그림.4-26와 같이 

50.9-57.3%까지 다양하게 분석되었으며， 이중 기준치 미달인 시료가 7개이고 그외에 

는 기준치 이상으로 양호하다. 표.4-3의 자연사의 입형판정실적율이 강사가 56.9%, 

해사가 57.4%, 육사가 58.2%이고 쇄석사는 전체평균 54.3%이며 암석종류로서는 경 

화셰일과 석회암이 각각 57.3%, 56.0%로 가장 양호하다. 

이미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쇄석사의 조립율 및 비중이 강사， 육사，해사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씻기 손실율 결과를 보이고 있어 미분 함량 

이 강사， 해사， 육사보다 많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시험 규정의 다짐봉으로 25회 3충 다짐하는 방법으로 시험하 

는 단위용적중량， 실적율 실험시 미립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쇄석사의 경우， 골재 

입자 사이로 미립분들이 밀실히 채워져 단위용적중량， 실적율의 값이 기존의 잔골재 

의 결과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다짐봉으로 25회 3층 다짐하 

는 단위용적중량， 실적율 시험은 다짐방법 및 다짐횟수에 따라 시험오차가 있다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시험자에 의한 오차도 크다고 판단되어 숙련된 시험측정자에 

의해 일률적으로 시험되어야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다짐 방법 및 다짐횟수 동의 시험 방법의 검토 및 개선방법이 고려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입형판정실적율 시험은 No.16(1.2mm)-No.8(2 .5mm)사이 입도의 시료만으로 시험하 

- 129-



는 미립분을 제거한 시료의 측정결과로서 미분함량에 의한 영향이 없는 시험으로서， 

그 실험결과는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율 시험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객관적 

으로 쇄석사 생산시 원석올 파쇄하면서 개선시키는 쇄석사의 입형이 오랜 기간동안 

자연적으로 자연 마모에 의해 형성되는 강사， 해사， 육사의 입형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된 현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본 시험의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본 시험에서 측정된 쇄석 

사 시료의 입형판정실적율 결과들은 대부분이 강사， 해사， 육사의 결과보다작은 결 

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KS규정값인 53%를 상회하는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콘 

크리트용 골재의 품질올 만족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무암의 경우는 

입형판정실적율이 52.2%로서 규정값 이하의 불합격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현무암， 

안산암의 경우 업형판정실적율이 다른 암석 종류보다 낮은 값을 보이고있는 것은 

쇄석사를 생산시 골재를 파쇄하는 과정에서 골재 내부의 공극조직이 많다고 판단되 

는 경우이고 이 공극조직들이 파쇄되면서 불규칙한 입형올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편마암의 업판율이 52.1%로 나타나는 것은 조립율의 3.1 1에서 보여지듯이 파쇄시 

입형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입형판정실적율 시험 결과 쇄석사의 입형판정실적율이 52.1-55.8%의 범위로서， 

56.9-58.2%의 범위를 보인 강사， 육사， 해사의 결과보다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입형은 쇄석사가 천연모래보다는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종합평균의 

결과를 보면 쇄석사의 입형판정실적율이 54.3%로서 강사의 56.9%, 해사의 57.4%, 

육사의 58.2%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KS 규정값인 53%를 상회하는 좋 

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향후 쇄석사의 생산공급과 수요가 많아지리라 예상됨에 

좀 더 질적인 향상 측면에서 입형판정 실적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30-



2000 

단 

위 1500 
용 

적 1000 
중 

량 500 
kg/Iil~ 

0 

-

「

，、 ，- ’ -

‘ 

r\O’ 효J . O~J ’ :<J 마 읍 ~~허’ 해 KJ 
~혀 O~ δJ 4õJ ru 갖r i'\O 

그림 .4-24 암석 종류별 쇄석사 단위 용적중량kg/m3 

80 

실 60 
적 

율 40 
% 

20 

--.얀 -

해
 놈
 헤
 

」매
 -
룩
 
해
 째
 

패
때
-
때
 

당
 

-
빠
싸
 
해
마
 

• 

빠
싸
 
해
 { 
디
 웹
 

패
때
마
 
폐
 

I 

싸
싸
 
해
 회
 i

.이 

「-
-
-
-
!
-

-
마
해
매
 야
 

패
매
회
 

j 

싸
빠
 
해
 때
 {
뻐
 

nU 

그림 .4-25 암석 종류별 쇄석사 실적율 % 

-131 -



•-
f-

f-

EiI-~ 

I!J-El 

-
i 

‘ -펼 
” i 1t 

‘. 

경S -
힘 

KJ J혀 
RO 

-
뼈
 
잔
 

rt {
口페
 

마
 폐
 

:<J 
δ」

O~J 
O~ 

iîJ ;:\0 
i허 

60 

50 
40 

30 

20 

10 

0 

입
 
형
 
판
 
정
 
실
 
적
 
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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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4) 씻기손실율과 유기불순물 및 

가. 씻기 손실율 

골재 중에 점토，실-트동의 미세한 입자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이 증가하게 되고 콘크리트의 강도나 내구성이 저하하게 된다. 또한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이 크게되어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골재중의 유해물질 함량올 구 

하기 위해 하는 씻기 시험이다. 

쇄석사에 함유되어 있는 미분은 쇄석사를 생산하기 위하여 원석올 파쇄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No.200#(O.074mm)체를 통과하는 미분올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일반적 

으로 알려져 있는 미분함량이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은 미분량이 많올수록 콘크리 

증가시켜 트의 공기량올 감소시킴에 따라 W orkabilite를 떨어뜨리고 건조수축량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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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미분량이 많아지면 콘크리트의 웅결시간을 단축시키는 동의 시공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범위의 미분함량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 

로 쇄석사의 입도분포중 미분함량이 3-5%가 가장 이상적이고 5%이상은 콘크리트 

용 골재로서 적합치 않은 함유량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2-3% 이하는 콘크리트 

에 블리딩 현상올 가져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암석종류별 쇄석사의 씻기 손실율은 그림. 4-27과 같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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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27 암석 종류별 쇄석사 씻기 손실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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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안정성 

콘크리트는 장기간이 경과하면 동결융해 작용올 받아 콘크리트의 내구성 저하 현 

상을 가져오기 쉽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으나 가장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서 온도변화에 의해 골재 입자중의 수분이 동결에 의해 팽창하고 융해 

에 의해 수축하는 동결융해 작용에 의해 골재의 입자가 균열올 일으켜 골재를 파괴 

시키는 악영향올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골재의 내구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황산나트륨 포화용액을 골재 

속으로 홉수시킨 후 이것을 건조할때에 생기는 결정압력에 의해 골재가 어느정도 

파괴 되는 가를 평가하여 골재의 내구성올 판단하는 방법이 안정성 시험이다. 안정 

성 시험에서 표.4-1과 같이 모든 시료가 2.12%이하로 기준치 10%이하보다 매우 양 

호하게 검출되었다. 

표.4-1과 그림.4-27와 같이 쇄석사의 씻기시험 전체 평균결과는 3.36%의 씻기 손 

실율을 보이고 있어， 0.6%, 1.32%, 1.85%의 결과를 보인 자연사보다는 미분함량이 

많은 것올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입도분포곡선에서도 알 수 있듯이 0.074mm이하의 

입자 통과량이 쇄석사의 경우 자연사보다 많은 것올 보이고 있다. 그러나， 쇄석사 

의 씻기 손실율은 KS 규정값인 7% 이하를 만족하고 있고 5%를 넘지 않는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오히려 콘크리트의 유동성 둥에 좋은 영향을 미철 것으로 생각 

된다. 

다. 유기불순물 

골재중의 유기불순물은 주로 토양중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의 분해 생성물로서 시 

벤트페이스중의 석회분과 반웅하여 불용성의 유기산 석회를 생성하여 시벤트 수화 

반웅의 진행을 방해하는 유해한 성분을 말한다. 

유기불순물은 수산화나트륨(NaOH)용액에 넣으면 착색반웅을 일으키므로 이 작용 

올 이용하여 색깔변화를 비교하는 시험으로 유기불순물의 함유량을 측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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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색상 비교에 의한 오차가 크므로 

유기불순물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운 난점이 있다. 

유기불순물은 모든 시료의 경우가 합격된 결과를 보였으며， 안정성 시험결과도 

(표.4-1)에서 보여지듯이 1 .40%로 매우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4절.알칼리 골재반웅 

알칼리 골재반웅은 비결정질인 실리카성분(Si02)동의 반웅성 광물이 골재중에 함 

유되면 이 성분과 시벤트 중의 알칼리성분(Na， K)이 반웅하고 이 반웅으로 생성된 

겔이 팽창하여 콘크리트 조직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현상올 말한다. 이 반웅올 일으 

키는 실리카 성분은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웅회암 둥과 같은 반웅성 광물올 함유 

한 반웅성 암석에 폰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외국에서는 알칼리 골재반웅에 의한 피해가 부순돌이나 쇄석사를 사용한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반웅성 광물올 유해량 이상으로 함유한 

암석의 사용에의한 결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의한 

피해가 발견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쇄석사의 사용이 절실해 짐에 따라 사전에 이 

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알칼리 골재반웅성을 판정하기 위한 시험벙법은 각국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 

안되어 왔으며， 이미 ASTM, ]IS, KS에 관련규격이 규정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시험방법으로는 광물학적 방법， 화학적 방법， 모르터바법， 콘크리크방법， 신속법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화학법과 모르터바법이 공인된 시험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 

되고 있다. 따라서 알칼리 골재반웅성 판정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이 필 

요하게 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대한 주택공사에서는 알칼리 골재반웅에 대한 

콘크리트용 골재의 품질관리 지침(안) 작성연구를 수행하여 그림.4-28과 같은 알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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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골재반웅성 판정평가를 위한 시험의 흐름도를 제시한바 있다. 

표.4-4는 이미 국내에서 조사된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써， 이것에 의하면 국내 

에서 사용되는 콘크리트용 쇄석골재에는 반웅성 광물올 함유한 것이 다수 존재하고， 

화학적 방법에 의한 결과로 잠재적 반웅성올 지닌 골재도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지 

만 일부의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특히 제주산 골재와 같은 극히 일부의 골재 

는 모르터바법에 의해서도 유해함이 판정되었다. 

본 시험에서 행한 쇄석사 시료의 원석 암석 종류인 화강암， 규암， 안산암， 현무암， 

편마암동 모두가 알칼리 골재 반웅성 암석으로서 알칼리 골재반웅 시험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홉광광도법에 의한 화학법으로 알칼리 골재반웅올 시험한 결과 표.4-4 

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총49개 시료중에서 8개 시료가 유해로 판정되었다. 그 중 

현무암 부순 모래의 경우 모든 시료의 경우가 100% 유해로 판정되어 알칼리 골재 

반웅에 대한 유해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암종으로 분류된 천매암으로 

생산된 쇄석사 시료 1개 모두가 유해로 판정되었다. 

그림 .4-28 알칼리 골재 반웅의 시험 평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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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국내의 쇄석 골재를 대상으로 한 알칼리골재반웅성 연구결과 

J￥ES￡ 
대상골재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 유해 생플수 

지역 샘플수 광물학적 방법 
화학적 모르터바법 

방법(지역) (지역) 

전국 
63종 

유해광물 3종 
없음 1 

(제주도 제외) 다수함유 (충북2.경기1) 

2 전국 18종 
유해가능성 3종 잠재적 유해 

없음 
(제주2. 부산1) 1종(제주) 

3 전국 10종 
유해광물 3종(JIS방법) 

없음 
일부함유 (제주2.전북1) 

제주 5종 
2종 

4 경남 9종 미측정 5종(불명) 
(불명) 

계 15종 

불명 2종 
2종 

l종(불명) 5 
(불명) 

*)실험대상골재의 일부는 반옹성이 높올것으로 예상되는 골재를 사용함 

따라서， 현무암， 천매암으로 생산된 쇄석사를 제외하고는 알칼리골재반웅에 대한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 된다. 본 시험에서 화학법으로 행한 알칼리 골재반웅 시험결 

과 반웅의 유해 판정올 나타낸 것은 이미 국내에서 조사 연구된 표.4-4의 연구 보고 

와 같이 반응성 암석올 지니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쇄석사의 경우에 알칼리 

골재반웅에 유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본 시혐의 결과만으로 최종적인 판단올 

내릴 수 는 없다. 

따라서 향후 본 시험에서 유해 판정된 쇄석사에 대한 모르터바법이나 신속법， 콘 

크리트바법 둥의 시험올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할 필요가 었다. 화학분석법에 의 

한 알칼리 골재반웅의 결과는 표.4-5의 용해된 실리카량(Sc)과 알칼리 농도의 감소 

량(Rc)의 실험결과값으로 그림.4-29와 같이 8개 시료가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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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5 화학분석법에 의한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의 결과 

醫鍵鐵 : 측정값은 불합격 값 

시료 

번호 
암종 

료
 
호
 

시
 
번
 

뺨
 량 뼈
 

칼
 
소
 

、

U

알
 
감
 
대
 

실
 
량
 m 

해
 
카
 ” 

용
 
리
 암종 

용해실리|알칼리농도 

카량(Sc) I감소량 

K-29 I 우백질화강암 I 59.70 

41.65 

70.00 

73.33 

K-18 60.55 90.00 

K-32 I 화강암 K-211 화강편마암 1 27.85 
편마암 

53.33 

K-2 유문암 40.38 60.00 K-51 규암 56.38 110.00 

K-31 유문암 24.52 50.00 K-17 백운석 6.07 333.33 

K-1 안산암 29.94 60.00 K-41 석회암 36.67 

K- lO 안산암 37.29 143.33 경화셰일 90.00 

K-27 안산암 42.97 60.00 13.33 

잡석 143.33 

K-52 I 청석 46.67 

K-481 안산암 49.95 100.00 K-531 섬 록 -암 "반 -암 I 29.79 40.00 

K-43 I 웅회암 60.43 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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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쇄석사 제조 시험 및 결과분석 

1철. 습식 제조 시험 

공동연구업체의 경상계 사암과 실트암 골재 채굴 및 조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lOrrνm의 석분올 이용하여 실용화 생산 시설올 위하여 15m3씩 2차에 걸 

쳐서 천암기업 및 거란둥 기성공장에서 Pilot시험올 실시하였다. 시험 공정은 V.S.I 

Barmac Duopator와 Triple Roll둥으로 파쇄와 입형개선올 하였으며， 분급은 습식 

Vibratting Screen으로 1차로 -5rrνm와 +5rrνm로 분급하여 -5rrνm는 Hydro 

Cyclone과 탈수를 겸 한 Sand Unit로 분급올 하여 -74 μ m의 Sludge는 Decantation 

올 거쳐 Press Filter로 탈수 케이크화하는 공정으로 하였다. 

시험 원료 석분은 표.5-1 및 그림.5-1과 같은 입도분포를 가진 사암 및 실트암의 

석분으로 상기한바와 같은 습식 제조 실험올 한 결과 표.5-2와 그림 .5-2에서 5-4와 

같이 조립율(F.M) 2.86-3.23, 입형판정실적율 56.9-57.9%의 비교적 양질의 쇄석사를 

제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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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558 

NCSA 

-O.074mm O.074mm O.147mm O.3mm O.6mm 1.18mm 2.36mm 4.75mm 10MM 

입도 (mm) 

그림. 5-1 사암 및 실트암 석분 입도 분포도 

표. 5-1 사암 및 실트암 석분 입도 분석표 

입도구분 I mesh -200# 200# 1(){생 50# 30# 16# 8# 4# 

-0.074 0.074 0.147 0.3 0.6 1.18 2.36 4.75 
통과율(%) 0.0 8.25 11.45 15.6 21.75 30.0 44.9 73.65 
백분율(%) 8.25 3.2 4.15 6.15 8.25 14.9 28.75 26.35 
잔류량(g) 16.5 6.4 8.3 12.3 16.5 29.8 57.5 52.7 
누적잔유율% 88.55 84.4 78.25 70.0 55.1 26.35 

FM 4.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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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톨 ........• KS F2558 

…·… .. -0-...• _ .. KS F2558 
_._._+ ._._. NCSA 

_._._<>._ ._. NCSA 

훌재의 염도 곡션 

100 

90 

% 

m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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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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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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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흥과윷(%) 

10 

o 
α07‘ .. 10 l1li s 뻐 2.36 .. 

업도 (mm) 
0.6 .. 0. 3톨 0.1.7_ 

그림. 5-2 오성쇄석사 입도 분포도(-5mm) 

표 . 5-2 오성 쇄 석 사 입 도 분포도(-5mm) 

크기 200# 200# 100. 50# 30# 16. 8# 계 
구분 이하 0.074mm O. 147mm 0.3nm 0. 6mm 1. 18mm 2.36mm 5MM 10 뻐 
용과율(%) 0.00 0.80 6.00 16.00 32.00 50.00 72.40 100. 00 100.00 

백분율(%) O. 80 5.20 10.00 16.00 18.00 22.40 27. 60 0.00 0.00 100.00 
실험량 (g) 4.00 26.00 50. 00 80.00 90.00 112. 00 138.00 0. 00 0.00 500.00 

누혀찬유율‘ 94.00 84.00 68.00 50.00 27.60 0.00 0.00 323.60 
F M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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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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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0 

o 
0.07~_ 10 11M S 빠 2.36_ 1. 18. 

업도 (mm) 
0.6빼 0.3매 O. 147. 

그림 . 5-3 오성쇄석사 업도 분포도(-4rnm) 

표.5-3 오성 쇄 석 사 입 도 분석 표(-강nm) 

크기 200# 200# 100# 50# 30# 16. 81 계 

구분 이하 0.074mm O. 147I11III O. 3mm 0.6mm 1. 18mm 2.36mm 5 뻐 10 뻐 
흥과율(%) 0.00 1. 60 8. 80 19.60 33.60 51. 20 79.20 100.00 100.00 
백분율($) 1. 60 7.20 10.80 14.00 17.60 28. 00 20.80 0.00 O. 00 100.00 
실험량 (g) 8. 00 36. 00 54. 00 70.00 88.00 140.00 104.00 O. 00 O. 00 500.00 

누씩잔유융‘ 91. 20 80.40 66. 40 48.80 20. 80 0.00 0.00 322. 80 

F M 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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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과율 (%) 

· 다 --- ---- KS F2558 
• 톨 ----- --- KS F2558 

_._.-•- -.-NCSA 

롤재의 업도 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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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1ID 10 l1li 5 뻐 2.36 .. 

업도 (mm) 
0.6_ 0.3111 

오성쇄석사 입도 분포도(-3.5mm) 그립 . 5-4 

표. 5-4 오성 쇄 석 사 입 도 분석 표(-3.5mm) 

크기 200# 200# 100# 50# 30# lb# 8# 계 

구분 이하 0.074mm 0. 147mm 0.3빼 0.6mm 1. 18mm 2.36mm 5MM 10 뻐 
통과율(%) 0.00 1. 60 12.00 24. 80 38. 80 55.20 82. 40 100.00 100. 00 
백분율(%) 1. 60 10.40 12.80 14.00 16.40 27.20 17.60 0.00 0.00 100. 00 
실험량 (g) 8.00 52.00 64. 00 70. 00 82.00 136.00 88.00 0.00 o. 00 500. 00 

누혁잔유율‘ 88.00 75. 20 61. 20 44.80 17.60 o. 00 O. 00 286. 60 
F }d 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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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건식 제조 시험 

습식제조에서 문제점인 스러지의 처리가 환경문제둥으로 비용이 높게 들 것을 감 

안하여 건식으로 제조하는 시험을 2차에 걸쳐 하였다. 1차는 일관성있는 건식 쇄석 

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연지광업의 시설올 이용하여 석분인 원료 15m3를 로타리키 

른에 건조후 건식 Vibratting Screen으로 1차분급하고 -5rn/m는 Air Separator로 

-74μm의 미분을 제거하였으며， +5nνm이상의 것올 다시 V.S.I. Barmac Duopator 

로 파쇄와 입형 개선을 하여 다시 분급과정올 거쳐 제조하였다. 그결과 표.5-5 및 

그림 . 5-5의 1차 실험결과와 그림 .5-6과 5-7에서 Separator 및 Back Filter Sludge 

입도분포의 결과를 얻었다. 스러지 분급효율은 38.1%와 96.5%이었다. 따라서 분급효 

율이 불량한 편이었다. 1차 실험에서 입형판정실적율은 58.0%-58.7%와 씻기 손실율 

5.5-5.8%의 쇄석사를 만들 수 있었다. 여기에서 입형판정실적율은 자연사와 같게 만 

들 수 있었으나 조립율과 씻기손실율은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2차로 국내에 건식시설로 시험 시설하여 생산하는 2개 업체중 1개업체의 공장에 

서 일관된 제조시험을 석분 45m3로 Pilot시험을 하였다. 그 결과 표.5-6과 그림 .5-8 

에서 건식 쇄석사와 같이 씻기손실율은 1.2%로 만족한 결과를 얻었으나 조립율은 

3.62로 불량하였다. 2차 분석 건식 쇄석사 C의 시료는 입형판정실적율은 53.8%로 

KS기준치 53%이상의 근사치를 얻었으며 조립율은 3.16으로 1차 시험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었으나 실적율이 불량하게 나왔다. 

이것은 석분을 건조하여 미분이 혼합상태의 것을 V.S.I로 파쇄 입형 개선올 하였 

으므로 파쇄 및 입형 개선 효율이 떨어진 결과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V.S .I 

로 파쇄전에 Vibratting Screen으로 -3nνm이하를 분급하여 미분 분급기로 보내고 

+3rn/m이상은 V.S.I로 파쇄하여 입형 개선을 하면 1차 시험과 같이 입형판정실적율 

58%이상으로 제조할 수 있올 것으로 본다. 

본시험에서 산출된 미분 스러지를 분석하여본 결과 표.5-7과 그림 .5-9과 같이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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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or의 산물인 200mesh(74μm)통과율이 47.4%로 +200mesh인 세립사가 52.6% 

표.5-8 및 그림 .5-10과 같이 Back Filter의 산물올 가 미분스러지로 넘어가고 있으며 

분급효율이 혼합됨으로서 스러지에 세립사가 14.3%가 +200mesh의 결과 분석해본 

분급효율은 47.4% 분급에 있어 Air Separator의 85.7%이 었다. 따라서 건식 쇄석사의 

조절올 낮춘것과 처리량올 분급점 로 불량하다. 이것은 씻기손실량을 줄이기 위하여 

Air 형의 이와 같은 보이나 1차 시험에서도 현상으로 일어나는 함으로써 과다하게 

분급효율이 (그림 .5-6) 38.1%인 것으로보아 양산올 위하여는 효율을 Separator에 서 의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운전기술의 개선과 분급기의 올리기 위하여는 80%이상으로 

입도분석결과는 그림 .5-7과 5-10과 같 Back Filter산물의 본다. 1 ，2차 건식 쇄석사의 

분급효율과 같다. 효율이 Hydro CycIone의 효율이 85.7%와 96.56%로 이 이 

--+- KS 2SS8( 희대 ) 
_____ KS 2SS8(회소) 

--6--KSF 2S27(희대) 
-훌-KSF 2527(희소) 

-톨-NCSA(희대) 

--+-NCSA(최소} 

-e-싣힘치 를과톨(%) 

골재의 입도곡선(쇄석사) 

100 

20 

0 
-0.074 0.074 0.147 0.3 

80 

60 

40 

( $ 
) 
뼈
 {
뎌
 
빼
 

10 5 2.36 1.18 0 .6 

입도(mm) 

그림. 5-5 건식 쇄석사 1차 시험 업도 분포도 

표. 5-5 건식 쇄석사 1차 시험 입도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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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건식 쇄석사 에어 세퍼레이터 입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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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쇄석사 Back Filter 스러지 입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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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74mm O.074mm O.147mm O.3mm O.6mm 1.18mm 2.36mm 4.75mm 10MM 

입도 (mm) 

그림 .5-8 건식 쇄석사 2차 시험 입도 분포도 

표. 5-6 건식 쇄석사 2차 시험 업도 분석표 

입도구분 
mesh -200# 200# 100# 50# 30# 16# 8# 4# 

계 
mm -0.074 0.074 0.147 0.3 0.6 1.18 2.36 4.75 10 

통과율(%) 0.0 1.2 2.35 7.3 20.7 41.35 69.35 96.2 100.00 
백분율(%) 1.2 1.15 4.95 13.4 20.65 28.0 26.85 3.8 O.아) 100.00 
잔류량(g) 2.4 2.3 9.9 26.8 41.3 56.0 53.7 7.6 0.0 200.0 
누적잔유율% 97.65 92.7 79.3 58.65 30.65 3.8 3.6275 

FM 3.6275 

- 148 -



100 

90 

통 80 

고} 
70 

60 
。
를
 

% 

50 

r 
j -

40 법혜 

~←- 톰과를 

30 --r---
O.O:HmmO .여1mm 0.052mm 0.074rrrn 0. 1어mm 0.147mm 0.3nm 0.6mm 1.16mm 2.36mm 5MM 10MM 

입도 (mm) 

그림 .5-9 에어 세퍼레이터로 분급된 스러지 입도 분포도 

표. 5-7 에어 세퍼레이터로 분급된 스러지 입도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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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0 Back Filter 스러지 입도 분포도 

표. 5-8 Back Filter 스러지 입도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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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사암 및 실트암 쇄석사 제조 시제품 물성 분석표 

원￡ 
골재 기준치 

습식 습식 습식 습식 건식 건식 건식 낙동 닥동 

자연 쇄석 쇄석사A 쇄석사B 쇄석사C 쇄석사D 쇄석사A 쇄석사B 쇄석사C 강사A 강사B 

모래 모래 

절대건조 
2.57 2.50 2.54 2.51 2.56 2.51 2.69 2.62 2.53 

비중 

표연건조. 
2.5 2.5 

비중 포화상태 
이하 이상 

2.61 2.54 2.58 2.54 2.59 2.56 2.63 2.55 2.75 

비중 

겉보기 
2.67 2.61 2.63 2.60 2.63 2.62 

비중 

홉수율(%) 
3.5 3.0 

이하 이하 
1.59 1.57 1.44 1.84 1.4 1.79 1.잃 2.59 1.33 

빈틈융(%) 43.1 42.1 42.4 43.1 42.0 41.3 46.2 41.1 

입형판정실적융 53% 
56.9 57.9 57.6 56.9 58.0 58.7 53.8 58.8 

(%) 이상 

안정성(%) 
10% 10% 

5.8 2.96 5.1 2.0 3.0 3.12 
이하 이하 

입도 2-10% 2-15% 
5.3 5.1 6.7 5.2 6.3 2.7 3.7 2.9 

(#100체 통과율) 이하 이하 

씻기 손실융 
3%이하 7%이하 1.0 1.1 1.4 1.3 5.8 5.5 1.8 1.2 0.9 

(#200체 통과율) 

2.3-3.1 
FM 2-3 

0 
3.22 3.23 2.86 3.365 3.Z75 3.16 l.88 2.547 

단위용적중량 
1.462 1.448 1.463 1.427 1.705 1.473 1.뼈6 1.709 1.4Z7 

Ok띠) 

충격치 
30% 

9.4 9.4 20.3 
이하 

Friable 
1%이하 

Pa밍rtic1es 
0.32 0.21 0.89 

정 재 하강도(kpa)!- 4.942 4.942 

일축압도강도 
1.109 1.109 

(kJ;(/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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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쇄석사 제조 시제품의 불성분석 

시제품의 물성시험결과 표.5-9와 같이 비중， 홉수율， 입형판정실적율， 안정성， 

1。이nesh체 통과율의 입도， 씻기손실율， 단위용적중량， 충격치동의 물성올 KS기준치 

이상으로 양호하나， 다만 조립율에서 습식쇄석사 C는 기준치에 적합하나 그외는 기 

준치에 미달이었다. 그러나 이 조립율은 조절할 수 있다. 

쇄석사의 조립율 조절은 분급 mesh 조절로 2.86에서 3.36까지로 조절할 수 있으 

나 세립골재(모래)의 이상적인 조립율은 2.75 내외로서 이와 같이 생산은 가능하나 

시간당 생산량 감소로 생산원가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실재로 대구지역 닥동강 

자연사를 전량 레미콘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닥동강사는 표.5-10 및 그 

림 .5-11에서 조립율 2.547이고， 표.5-11 및 그림 .5-12에서 조립율 1.88로서 이것은 세 

사로 입도가 불량하여 콘크리트 강도와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 

그 입도를 보면 사진.5-1에서 보듯이 자연사는 50mesh와 100mesh의 입자가 대부분 

으로 입도분포가 불규칙한 불량 골재이다. 그러나 쇄석사는 각 mesh별로 입자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표.5-12 및 5-13과 그 

림 .5-13 및 5-14의 미스비시 회사와 닛데스 회사의 조립율 3.244와 3.820의 쇄석사 

를 제조하여 세립사인 바다 모래와 4 : 6정도로 홉합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습 

식으로 제조한 (주)오성의 쇄석사를 각 종류별 30%와 낙동강 자연사 70%와 혼합하 

여 제조한 혼합사의 조립율과 입도분포는 표.5-14-16 그림 .5-15-17과 같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 결과로서 조립율은 3.3이하로 제조하여 혼합사로 사용하는 것이 이 지 

역의 특성상 바람직할 뿐아니라 경제적이라 하겠다. 

쇄석사의 입형을 자연사와 비교하기 위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는 현미경 사 

진 .5-1 및 5-2와 같으며， 자연사와 입형이 비슷하나 표면이 거친 것이 다르다. 이것 

은 접착 강도를 높여 주는 역할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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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1 쇄석사 및 자연사 업도분포포 

사진.5-2 쇄석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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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석사는 세립푸더 

조렵까지 업도붐포가 

양호하나 자연사는 

f:i)#톨 청정으로 써렵 

및 조립자가 혀으므로 

입도분포 률량융 

보이고 있다. 

←자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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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1 낙동강 왜관지 역 자연사 업도 분포도 

표. 5- 10 낙동강 왜관지역 자연사 입도 분석표 

크기 200# 2001 1001 501 30# 161 81 겨l 

구분 이하 O. 074mm O. 147mm 0. 3mm O. 6mm 1:18mm 2.36mm 5 뻐 10 ~뻐 
통과율(%) 0.0 0. 9 2.9 17. 7 55.4 85. 1 92. 1 94.6 97.5 
백분율(%) 0.9 2.0 14.8 37. 7 29. 7 7.0 2.5 2.9 2.5 100.0 
실험량 (g) 4. 5 10.0 74.0 188.5 148.5 35.0 12.5 14.5 12.5 500.0 
누척잔유융’ 97. 1 82.3 44.6 14.9 7.9 5.4 2. 5 254.71 
F M 2.5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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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낙동강 달성지 역 자연사 업도 분포도 

표. 5-11 낙동강 달성지역 자연사 입도 분석표 

크기 200# 200# 100# 50# 30# 16# 8# 계 
구분 이하 0.074nun 0.147nun O. 3빼 0.6nun 1. 18nun 2.36mm 5MM 10 뻐 
통과율(%) O. 00 2. 40 7. 20 30. 80 80. 40 95. 20 98. 40 100. 00 100. 00 
백분율(%) 2.40 4.80 23. 60 49. 60 14. 80 3.20 1. 60 0.00 0.00 100.00 
실험량 (g) 12.0 24. 0 118.0 248.0 74. 0 16.0 8.0 0.0 0.0 500.0 
누적잔유율% 92. 80 69. 20 19.60 4. 80 1. 60 O. 00 188.00 

E꾀- 1.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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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13 일본 미스비시 회사 쇄석사 입도 분포도 

표. 5-12 일본 미스비시 회사 쇄석사 업도 분석표 

크기 200# 200# 100# 50# 30 1# 16# 8# 계 

구분 이하 0.074nun 0.147nun O. 3nun 0.6nun 1. 18nun 2.36nun 5MM 10 뻐! 
통과율(%) 0.00 1. 06 4.80 13. 12 28. 73 46.66 82.44 99. 80 ì 00. 00 

백분율(%) 1. 06 3. 74 8.32 15. 61 17.92 35. 79 17.35 o. ~o l 0.00 100. 00 
실험량 (g) 2.90 10.20 22.70 42.60 48.90 97. 65 47.35 0.55 O. 00 272.85 

누혀잔유올‘ 95. 20 86.88 71. 27 53.34 17.56 O. 20 O. 00 324.44 

F M 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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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닛테스 회사 쇄석사 입도 분포도 그림. 5-14 

일본 닛테스 회사 쇄석사 입도 분석표 

크기 200# 200# 100# 50# 30# 16# 8# 계 
구분 이하 0.074mm O. 147mm 0. 3mm O. 6mm 1. 18mm 2. 36mm 5MM 10 MM 
통과율(%) O. 00 0.72 4. 27 8. 08 13. 54 26.61 65. 53 99.95 10 1) 00 

백분율(%) 0.72 3. 55 3. 81 5. 46 13.07 38. 92 34.42 0.05 0. 00 100. 00 
실험량 (g) 2. 70 13.35 14.32 20.52 49. 15 146. 30 129. 40 O. 17 0.00 375.91 

누혀잔유융‘ 95. 73 91. 92 86. 46 73. 39 34.47 0.05 0.00 382. 02 1 

F M 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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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낙동강 자연사와 쇄석사(-5mrn) 30%혼합사 업도 분포 비교도 

표. 5-14 낙동강 자연사(70%)+오성 -5mm(30%함유) 

옳록간 200# 100# 50# 30# 16# 8# 
5mm 

0.074mm O.150mm 0.300mm 0.600mm 1. 18mm 2.36mm 
통과량(g) 14 62 174 114 86 48 
백분율(~) 2.8 12.4 34.8 22.8 17.2 9.6 
통과율(~) 0.4 3.2 I 15.6 50.4 73.2 90.4 100 

F M 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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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낙동강 자연사와 쇄석사(-4rnrn) 30%혼합사 입도 분포 비교도 

표. 5-15 낙동강 자연사(70%)+오성 -4rnrn(30%함유) 

’꿇콕Z[ 200# 100# 50# 30# 16#,‘ 8# 

0.074mm 0.150mm 0.30Omm 0.600mm 1. 18mm 2.36mm 
5mm 

l 통과량(g) 10 46 160 130 98 54 
{ 백분율(，，) 2.0 9.2 32.0 26.0 19.6 10.8 
| 통과율(，，) 0.4 2.4 11.6 43.6 69.6 89.2 100 

- -
F M 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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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7 낙동강 자연사와 쇄석사(-3.5mm) 혼합사 입도 분포 비교도 

표. 5-16 닥동강 자연사(70%)+오성 -3.5mm(30%함유) 

짧윷Zl 200# 100# 50# 30# 16# 8# 
0.150，血 0.300빼 0.600，빼 2.36mm 

5mm 
0.074mm 1. 18mm 

통과량(g) 10 64 172 118 92 40 
빽분율(，，) 2.0 12.8 34.4 23.6 18.4 8.0 
통과율(，，) 0.8 2.8 15.6 50.0 73.6 92.0 100 

F M 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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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쇄석사 제조 시힘적 실용화시설 시스템 

검토와 설계 

1절. 쇄석사 제조의 시스템 

쇄석사 제조 시스댐은 습식과 건식으로 대별되고 있으며 습식은 대량 생산이 가 

능할뿐만 아니라 미분의 분급효율도 높아서 쇄석사에 미분함량올 최소화할 수 있고 

파쇄효과도 54.37%까지 올릴수 있었으며， 건식 파쇄는 V.S .I 파쇄기로 27%의 파쇄 

효과를 올릴 수 있었다. 스러지 분급에 있어서 습식은 87.9%의 분급효율은 높일 수 

있었으나 건식은 평균 61.6%정도의 분급효율올 나타내고 있다. 

건식은 분급된 미분스러지를 재활용하는데 용이한 점이 있으나， 이상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로서 그림 .6-1 및 6-2의 설계도와 같은 습식 시스템올 택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 시스템의 파쇄， 분급， 후처리 시설의 기장비의 성능비교 분석은 2절에서 

상세히 검토 분석 하였다. 그림 .6-1의 제조공정 설계도에서 트리플롤(Triple Roll)은 

V.S.I에서 처리용량이 부족할시 이를 보완하는 것과 석분 원료가 부족할시 25m/m 

조골재로 쇄석사를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시스템 라인에 넣었다. 이것은 실지 

시설시에 회사측의 사정에 의하여 선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도 있 

거니와 쇄석사 스러지 처리가 환경 문제 둥으로 폐기 처리비와 폐기 장소동의 어려 

움으로 인하여 쇄석사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슬러지를 가지 

고 건자재， 농업용으로 활용방법올 계속 연구중에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금 

년 8월중에 특허 출원까지하고 있다. 그러나 스러지 활용을 위하여는 건식미분상태 

로 회수 사용하는 것이 활용에 있어서 용이함으로， 습식시스템과 건식올 혼합한 시 

스탱올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따라서， 석분에 함유되어 있는 74μm이하의 미분이 

8.25%가 있다. 이것올 Air Separator로 1차 미분올 제거후 습식라인으로 처리함으로 

서 약 50%의 스러지를 건식 미분 상태로 회수 가능 할 것이므로 스러지 처리비가 

절감되고 또한 미분을 아스콘 필터용으로 판매할 수 있으면서 쇄석사를 양산할 수 

있어 경제성이 제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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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각 공정별 기기의 성농분석 

1) 파쇄 및 업형개선기 

쇄석사 제조에 있어서는 파쇄도 중요하지만 각진 모래입자를 삭마하여 원마도를 

높여줌으로서 업형판정실적율올 58%이상으로 높여서 자연사에 가까운 입형으로 개 

선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만들기 위하여는 원료 암석의 물성과 이에 적 

합한 파쇄와 동시에 입형올 개셜할 수 있는 파쇄기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파쇄기는 2장 2절에서 국내 사용 파쇄기의 종류별 조사 분석과 이들 파쇄기로 생 

산된 쇄석사의 입형분석올 3장 2절 3항에서 검토한바와 같이 Rock on Rock Type 

의 V.S.I인 Barrnac Duopector기가 파쇄와 입형개선에도 우수할 뿐 아니라 본 실용 

화 시설 원료 암석인 사암 및 실트암의 쇄석사 제조 시험에서도 입형판정실적율 

58%까지 만들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기종올 추천하는 바이다. 

2) Hydro Cyclone과 Spiral Classifier (Bucket Wheel Type) 

분급기의 성능비교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분급기인 Hydro Cyclone형과 Spiral Screew 

Classifier형 의 일 반적 인 성 능올 비 교 하여 보면 표.6-1과 같으며 , 이 를 검 토해 보면 

분급점의 범위는 전자인 H.C(Hydro Cyclone)이 60-80\lm(D50)이고 후자인 

S.C(Spiral Classifier)는 125-180\lm(D잉)이 다. 

효율은 Cyclone E=0.62 D95=l05\lm, Spiral E=0.46 D95=360\lm 

결 함율은 Cyclone 1=0.28, Spiral 1=0.52 

물소비량은 Cyclone은 세척물의 2-3배이고 Spiral은 2-6배가 소요된다. 쇄석사의 

-166-



수분은 전자(H.C)가 12-15%이 고， 후자(S .C)는 18-25%로 C.H보다 탈수가 잘 않되 고 

있다. 

표. 6-1 원섬분리형 및 스크류분급기형의 비교 

싫l히 Hydro Cyclone형 Spiral Classifier형 

펌표이외에 움직임에 기계적 부 모래를 복구하기 위한 기계적 움직임.움 

원리 분이 없음 : 적은 마모와 방해의 직임 속에서의 부분마모 .탱크안에서 증 

위험 강할 경우 기계적 위험이 있음 

컷범위 6O-8011m (d50) 125-18011m(d50) 

효율 1=0.25-0.35 E=55-65% 1 :::0.45-0.55 E=40-50% 

5% 평균 이득 5% 손실 이것은 폐수처리 공장의 
제품복구 

향상된 미세계수 over1oad에 더 한것 이 다. 

공급변화 있어서 안정 

닫힌회로설계 -모래의 질 

-물의흐름 

열린회로설계 공급변화에 민감 

컷조정 
노즐크기，흐름과 헤드압력을 수 

분륙 공급흐름에만 의폰하여 조정 
정 합으로써 d50에 서 + -2011m 

세척물의 2에서 3배 톤으로 
CC없이 2-6배톤으로 이것은 적적한 세 

이 것 은 CC( Closed Circuit disign 
척효율올 얻기위한 높은 물의 소비，미세 

물소비 알갱이의 높은 손실이나 낮은 세척 효 
& cut adgustment)설 계 로 인 해 

율，낮은 물 소비，적절한 알갱이의 손실올 
1X 세척물의 최소 

의미한다. 

잔여수분 12-15% 18-25% 

Decanter 원섬분리기의 Overf1ow로부터의 
복구탱크+펌프의 경우 

의 경우 직접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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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nd Unit형 분급기의 성능 및 후처리 시설의 특성 비교 분석 

이상의 분급기에 관한 비교연구결과 Sand Unit형 분급기가 Hydro Cyclone에 의 

한 분급효과가 크고 Dewatering Screen에 의한 탈수효과도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쇄석사가 생산 즉시 탈수가 잘 되지 않은 상태의 것올 상차 판매할시는 

10m3의 트럭에 11m3정도 적재되어야 10m3와 같은 부피를 가진다. 우리나라와 같이 

m3즉 부피로 판매할시는 10%이상의 손해를 보게된다. 

이와같은 Sand Unit도 제조회사에 따라 분급효과와 탈수효과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Sand Unit와 타사 제품과의 비교를 분급장치， 탈수장치， 후처리장치인 

Decanter와 filter press둥올 분석 검 토하여 보면 표.6-2와 같다. 

Hydro Cyclone 선정의 주요인자는 다음과 같다. 

1. Cyclone의 직경이 클수록 분급업자의 지름은 커진다. 

2. 공급구경을 크게 하면 처리능력은 커지고 분급업자의 지름은 거철어진다. 

3. Under flow의 구경이 작은 것이 농축비율이 높고 분급입자의 지름은 가늘어 

진다. 단， 처리불의 액량 Valance로부터 배출구 지름은 자동적으로 결정할 

경우도 있다. 

4. 볼틱스파인터 구경이 크면 처리능력이 커지며 분급업자 지름은 거철어진다. 

5. 아펙스 각도가 작으면 분급업자 지름이 가늘어진다. 단， 농축을 목적으로한 

경우에는 큰 각도가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이 기계 선태의 주요 인자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Hydro 

Cyclone 분급기를 검토하여보면 M.M.CO와 일부 국산의 Cyclone의 직경이 적다. 따 

라서 Under flow의 구경 이 작은 것올 2대 장착한 Sand Unit로 이 것 의 분급효율은 

90%이상올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직경이 큰 대형 1대로 처리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것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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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Sand Unit형 분급기 의 비 교표 

MMCO 타 사 

l.Sand Unit(모래선별기) 

1) Cyclone 투입되는 물과 모래의 양이 일 1 1) 양과 압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장치가 없이 

정하지 않아도， 양과 압올 일정하게 조절 Cyclone으로 pumping함으로서 분급이 잘되 

하여 cyclone으로 pumping함으로 분급이 | 지 않음. (-7411m 82.6-84.6%) 

정 확함. (7411 ，87-94.3%이 상) 

- cyclone 내부는 내마모 고무로 코탱되어 

있어， 수명 이 6000시간 이상임 

2) Dewatering Screen 스크린망이 진행 방향 1 2) 스크린이 수평 또는 진행방향으로 구배 

으로 역구배되어 있어 탈수효율이 매우 | 되어 있어 탈수효율이 낮음 

좋음 (함수율 13% 이 하) 

- 스크린망이 내마모 우레탄으로 되어있어 

수명이 6000시간 이상임 . 

3) Pump : 돼gh Cr 으로 Lining된 Warr때11 3) 

Pump를 사용함으로 수명 이 3000시 간 이 상 

임 

4) Piping 내마모 고무 호스를 사용함I 4) Steel Pipe로 되어 있어 수명이 짧음 
으로 수명이 12000시간 이상임. 

2. 수처리 설비 
1) Decanter(침 전조) 

- 슬러지 농도를 600g끼로 농축시켜 자 12. 수처리 설비 

동으로 pumping됨으로，휠타프레스의 효율 1 1) 슬러지의 농도를 체크하는 장치가 없음. 

올 높여줌 1 - 슬러지의 양에 따라 스크레파가 상하로 움직 

- 슬러지 이송장치와 스크레파가 자동으로| 이는 장치가 없음 

조절되어 슬러지 양에 따라 스크레파가I - 스크레파가 일정하게 돌기만 함. 
상하로 움직여 가운데로 모으면서 농축시 

킴. 

- 슬러지의 농도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스크 

레파의 회전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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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CO 

2) Dosafloc(약품장치) 
12 

- 첨전조의 슬러지 칭강속도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약품투입량을 조절함. 

- 분말 약품을 물에 양을 조절하여 회석이 

잘되며 약품량이 적절하게 섞임 

- 회석조와 숙성조가 나누어져 있으며 기계 

를 작동하지 않아도 굳지 않도록 주기적 

으로 교환됨. 

3) Filer Press 

- Cycle Time이 20분정도 되면 케익상태가 
양호(합수 20%)하며 슬러 지 압축시 간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음. 단위처리 양이 타 

사에 비해 2배임 

따라서 1대로 처리가능 

- 슬러지의 압축올은 

1단 Warman Pump의 저압으로 많은 양은 

압축하며， 

2단 Wilder Pump의 중압으로 중간양올 

압축하며 ’ 
3단 Nessel의 고압으로 적은양을 압축하여 

짧은 시간에 처리합 

- 케익의 탈락 장치는 전자동으로 작동되며， 

안전 장치에 있어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 

가 없음. 

- 휠타의 청소 장치는 전자동으로 작동됨 

- 기계 및 전기 파트의 에바포인트를 Panel 

에서 지시 함으로 기계의 수리가 용이함 

타 사 

- 약품 투입량올 수동으로 조절합. 

분말 약품과 물의 양을 수동으로 조절함 

3) 

- Cycle Time이 40분 정도 되며 케익의 함수 
율이 높음 

- Pump 1대로 압축함 

- 반자동이며， 안전장치가 없음. 

- 청소 장치가 없음. 

- 장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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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분급 및 후처리 시스템의 성능 비교 

1) 분급기의 비교 
석분을 이용하여 인공모래를 제조하기 위한 Sand Plant의 각부분의 기계에 대한 

기종별 특성을 비교 생산 조건을 대입하여 검토하여보면 표.6-3와 같으며 후처리시 

스댐은 표.6-4， 표.6-5과 같다. 

가. 기본 검토 사양 (조건) 

@ 인공모래(모래) 생산 능력 : 160T，쩌OOOM3，쩌) 

@ 사용수(水)량 : 320M3쩌 (청결모래 생산을 위한 조건 만족시) 

@ 슬러지 발생량 : -7411(#200이하) : 16T쩌 

나. 특성비교 

표.6-3 분급기의 비교 

HYDRO CYCLONE방식 SCREW방식 
구분 

SAND UNIT SCREW CLASSIFIER, DRUM 

MODEL NO. MS 500 x 160 

모래 생산 능력 160T쩌 +10%, -0 160T!H -20% 

분급정 -7411(#200) -0.2m/m-O.l5nν'm (#65-#100) 

슬러지내 +7411함유율 -5% -40% 

제품씻기 손실 -1-2% -4% 

기계 SIZE CPWJR 1.0(75m j
) 체 적 2.0 - 3.0 000-150mj

) 

모래의 함수율 -13% -30% 

사용능력 大

@분급점 조정과 사용물량 φ분급점을 낮추기 위해서는 상 

과는 무관하게 깨끗한 대적으로 물량올 줄여야 하므 

기타 장단점 
모래를 생산함. 로 제품청결도(씻기 손실)가 

문제됨. 

@발생되는 슬러지의 양이적음. @발생되는 슬러지의 양이 많음 

@보충수의 양이 적음. 

o::r주) φ슬러지의 발생량(분급점)은 케이크를 처리하는 비용과도 상관되므로 

1.5배의 원가 처리 비용이 고려되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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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전 시설의 비교 

표.6-4 침전조의 비교 

구분 MMCO 일 반(TOYO MODEL) 

형식 토르크 가변 강제 침전식 지연，강제，침전식 

MODEL NO. DR 10 x 40 S] -120 

침전조 SIZE o 10M x 3MH o 12M x llMH + ø5M x 6MH 

처리능력 W : 360m~+S : 20T.쩌 W : 350m~쩌+S : ? 

기초 콘크리트 1.0기준 2.0-2.5 

침전 농도 6oo-8oog/1(함수율 50%) 250-3oog끼(함수율 75%) 

약품소모량 
폴리머(분말) 폴리머(액상) 

6.0 -1.0Kg자f 35-40 l/H 

약품소모비 3,000-3，400원IH 52，000-60，000원자f 

CD별도의 농축조 불필요 CD칩전조와 별도의 농축조 필요 

@약품투입라인이 간단 @약품투입 라인이 복잡 

장단점 @약품 사용량 자동조정하 @수동약품투입 

@비상용 PUMP가 포함됨. CDMAIN PUMP 고장시 

전LINE STOP. 

or 주) CD M.M.CO의 경우 약품 사용량은 슬러지의 특성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 자동으로 

약품량을 조절 공급 할 수 있는 장치를 공급함 (OPTION) 

@ 슬러지의 농도 및 사용물(水)은 수시로 변화하므로 이에 대한 대웅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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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수시설의 비교 

표. 6-5 탈수설비 

펴: 
필터 프레스 

국산 벨E 프레스 원심 분리기 
MMCO 

타MAKER 

MODEL NO. FP1212Cll0(35) 101OCll0 3α)OW OS-600S 

CAKE SIZE 1.2m x 1.2m x 35mm 1.0m X 1.0m X 35mm 

수 분 20-25% 25-35% 30-35% 35-40% 
처리 

능력 처리량 
건조슬러지(출력) 

8-9T/H 3.2-10T/H MAX.lO-11 T /H 
16-19T/H 

11.3ML X 2.2MW X 5.4ML X 4.1ML X 6.0ML X 2.4MW X 
기계SαE 

2.1MH(52m) 
1그유사 

4.2MH(93m3) 2.6MH(37m3) 

소모량 0 
침저조에 따라 (액상) 

0 
(액상)25-30따f 50-541띤 

약품 MIN 
MIN 

소모비 0 
37，500-45，000원쩌 

75，α)0-80，000원/ 0 

H 

적용기준 
슬러지비중: 슬러지비중 :1.0 

DESANDER풍 -.:그 

1.0이상시 이하 

설비가격 1.0(기준) 0.8 1.2-1.5 

소모품 
FILTER포 수명 FILTER포 수명 BELT 수명 구조에 따라 

2.000-2.500시 간 1.000-1.500시 간 800- 1.200시간 LINE동 교환 

운전방법 전자동 부분자동 자동화 

단속<BATCH) -.:그 연속운전 연속운전 

CYCLONE 
40-50분 

TIME: 18-22분 
기 타 CD포 손상시 1장 CD포 손상시 

CD-.::> 
단위로 교체 벨트 교체필요 

@투입부처리량: 
(î)10-15mj•쩌 (î)9-26mj，쩌 (î)25-40mj•쩌 

26m3퍼 
주) φ 원심분리기의 경우에도 수처리(침전조，약품공급장치)둥이 필요함. 

@ 본 자료는 MAKER자료 및 실제 사용중인 DATA를 기준함. 
@ FIL TER PRESS BATCH운전을 보완하기 위해 SILO를 설치함. 

(BELT PRESS 및 원심분리기의 경우에도 전호 BALANCE상 필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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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철. 시스템 기초설체 

1) 습식 쇄석사 제조시스템 시설 설계 사양 

가. 시설개요 

현재 가동하고 있는 조골재 생산라인Oine)에 연결하여 쇄석사 제조시설올 하 

는 것으로 하였다. 

(1) 시 설 규모 : 160T/H SAND PLANT 

(2) 공사기간 : 시운전 포함 4개월 소요 

(3) 설치현장 : 달성군 하빈면 오성산업 석산 

나. 원료조건 

(1) 원료명 : CRUSHED SAND(석 분 및 토분) 

(2) 원료입도 : -10rrνm이하 

(3) 입도분포 

다. 설비능력 

+65 μ --3.아n/m 

37.2% 
55% 

(1) 모래 생산 능력 : 160T쩌(100M3，퍼) :t1O% 

(2) 모래품질(제품) 

(가) 입도 : 4.75rn/m -75μ (200MESH) 

(나)FM 치 : 2.3 - 3.l(참고:KS 규격 : 2.3-3.1) 

(다) 모래의 함수율 : 13 :t l% 

(라) 씻깃손실 -3%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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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처 리 능력 : 400M3，퍼 

슬러지 침전 능력 : 40T퍼 (MAX. 6OT.퍼) 

침 전 농도 : 6OO -G/L 

마. 슬러지 탈수능력 : 18T!H(11.3M3/H)-22T.퍼(13.8M3，쩌) :건조슬러지 상태 

바. 셜비능력 검토 

(가) 원료 투입량 : 160T.퍼 

(나) 제품 생산량 :모래 :143T떠(89M3，퍼) 

슬러지 발생량 : 원료내 슬러지 함유량 : 1O.8TON퍼(평균 6.12%) 

임팩트 크라샤에서 슬러지 발생량 : 

투입 량 x 6.58% = 5.5TONIH 

계 : 16.3TON!H 

(다) 수처리 능력<DR10 X 60) 

CD 침전조 

· 사용조건 : 물 및 슬러지투입량 : 375M3떠 

슬러 지 량 : 16.3TON!H 

슬러지 농축액 이송량 : 26M3쩌 

• 설계능력 :침전유속 V = (375렐LlL - 26밸띨) / 78.5따 

슬러지액 이송능력 

총투입량 슬러지농축액발생액 침전조면적 

=4.5mIH < 30mIH 

약6.6배의 침전비를 갖고 있다. 

- 사용 pump : 62ID5 x 2대 (40M3，퍼 x 2대) 

- PUMP 이송능력 : 40M3떠 x 1대 = 40M3따 > 26M3，쩌 ......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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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공급장치 (DOSAFLOC) ; DC1000A 

• 폴리머 회석능력 : MAX. 6KG쩌 

• 폴리머의 평균 소요량 :슬러지 1TON 침전시 폴리머 필요량 

=50-100g/TON<DRY CONTENT) 

• 폴리머 사용량 : 75G/TONx16.3TON떠 1. 23KG쩌 < 6G쩌 ..... O.K 

· 폴리머 회석비 :4Gι 

@ 슬러지 SILO : 200M3 

· 비가동 여유시간 = 2ooM3/슬러지 농축액 발생량 

= 2ooM3/26.3M3/H 

= 7.6 시간여유 

@ 필 터 프레 스 : FP1212C124 

· 가동조건 : 시간당 슬러지 발생량 : 16.3TON퍼 

일일 슬러지 발생량 : 16.3TON자-I X10HR/일 

= 163TON/일 

. FIL TER PRESS 1 대 처 리 능력 

- CAKE 판수 :124 

- CAKE 두께 :35rrνm(점토성은 필히 35rrνm 이하를 사용함) 

- CAKE SIZE (VOLUME) :1200 X 1200 X 35(36LITERS) 

- CAKE TIME :20분 

- 필터프페스 처리능력 :36L X 124 X 2.0 X 0.8 X 60/20 
1000 비중) (합수율) (Cycle Time) 

= 21.4T퍼 

= 21.4T퍼 

구 분 11일처리능력 |슬러지발생량 |가동시간 | 비 고 
1대설치시 1210 T/일 1163 T/일 18시간/일 |연장작업불필요 

• 가동시간 (1일 10시간 작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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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비가동조건 

φ 운전시간 :10HR/ EI 

@ 설비가동율 85% 이상 

(마) 운전자원 

CD 전력 : 440V x 30 x 601νz x 624KW (모터 총동력) 

@ 보충수 :35 - 40 M3，퍼 

@ 고분자 웅집제(FLOCCLLANT)소모량 :1.3KG따 

2) 습식 쇄석사 제조 설비 상세 사양 

가. 기계 

(1) STOCK PILE 

@ 구조 : 콘크리트 구조 

(2) VffiRA TING FEEDER 

@ SIZE : 750W x 1200L 

(g) Q’TY : 2SET 

@ SPEC.: -CAP ACITY : MAX 220TONαffi 

-MOTOR : 1.5KW 

(3) VERTICAL SHAFT IMP ACT CRUSHER 

@ MAKER :BAMAC 

(g) MODEL NO : 8000 DUOPACTOR 

@ SPEC. - FEEDING SIZE :-l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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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ACITY :통과기준 :235T퍼 

행 사용조건 원료 함수율 : NOR.8% 

@) MOTOR : 220KW x 4P x 60HZ x 30 

뺑 HOIST : 2.8KW x 6점 식 x 1SET 

생 Q’TY:1SET 

(4) V田RATING SCREEN 

@ MODEL NO : OP3-2760 

9 SPEC: - 망 : 1단 3.Omm CUT (시운전후 결정) x P-U 망 

2단 고무판 

3단 4.75mm CUT (시운전후 결정) x P-U 망 

- CAP ACITY :250T /H 

탱 사용조건 습식 (세 척 용 W A TER SPRA Y) 

@Q ’TY:1SET 

(5) SAND UNIT (분급기) 

@ MODEL NO : MS 500 x 160 

9 SPEC : - CAP ACITY : SAND 160T.쩌 (WATER 포함 510T쩌) 

- 분급방식 및 분급점 :SAND내 -75μm(SLUDGE)01 3%이 내 

- 탈수 스크린 : SIZE : 1.5m x 3.0mm 

- 탈수 능력 : SAND내 함수율 13 :t 1%이내 

땐 기타 : - WATER PUMP 사용 

- SAND DISCHARGE CHUTE LINER ; HDPE 

- SAND 와 접촉하는 부위는 내마모 RUBBER COATING 

@Q ’TY 1SET 

나. BELT CONVE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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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EC 

NO.1 NO.2 NO.3 NO.4 NO.5 NO.6 
BELT WIDTH 750mm 750mm 750mm 750mm 750mm 750mm 
CONV. 

15m 30m 25m 23m 30m 6아n 
LENGTH 
SLOPE 5 。 17 。 17 。 17 。 17 。 17 。

CAPACITY 200T퍼 200T퍼 200Tαf 200T떠 2ooT!H 200T자f 
BELT SPEED 6OM/MIN 60M/MIN 60M/MIN 6OM/MIN 6OM/MIN 60M/MIN 
G’D MOTOR llKW 22KW 15KW 15KW 22KW 30KW 
PULLEY HEAD 5000 + RUBBER COAING 

TAIL 4000 
SNUB 2500 

Q ’TY 1SET LS~T_LJ;;ET 1SJ~T __ L .. 1SET 1 1SET 

(2) 공통사항 

(가) FRAME 및 구조 - CHANNEL & TRUSS TYPE 

- 편측 WALK WAY & LADDER 

(나) 주변기기 - CLEANER ; HEAD CLEANER 부 

- SKIRT ; MIN. 3ML 

- BACK STOP ; RATCHET TYPE 

- TAKE-UP ; SCREW 

(단， NO.6 용은 WEIGHT TYPE 임) 

(다) BEL T : NN 150 x 4PL Y (4 + 2) / ENDLESS TYPE 

다. 수처리부 

(1) DECANTER (침 전조) 

(가) SIZE : 010M x 2.5MH (DR 10 x 60T，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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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PEC 수처 리 능력 ; NOR 400M3 αf 

- SLUDGE 침 전능력 ; MAX 40TON!H 

- 처리 슬러지 농도 ; MIN 6oo-800G/L 이상 

- 운전방식 ; 슬러지 부하 변동 대웅식 

(스크레퍼 속도 및 높이 자동 콘트롤) 

(다) 기 타 침전조 상부 COVER 설치 

- 자동운전 

- 슬러지 배관내 웅고에 대비한 수배관 설치 

- 설치 CONCRETE 매몰형 

- 도장 TANK 내부는 EPOXY 도장 

(라) Q'TY : lSET 

(2) DOSAFLOC (약품 공급장치) 

(가) MODEL : DC l000A 

(나) SPEC : - SIZE ; 2000 x 2500 x 1900H 

- T ANK VOLUME ; 준비 T ANK : l000L 

사용 T ANK : 1500L 

- FLOCCULANT 회 석 비 ; 4G/L 

- 회석침전액 공급능력 ; 50 -700L!H 

(다) 기 타 자동 운전 

- SPRAY CYCLONE 2EA 포함 

- DRAIN V AL VE 부 

(라) Q’TY : lSET 

(3) WATER TANK (물 탱 크) 

(가) SIZE : Ø6M x 2.4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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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 조 : TANK 두께 : 6T 회수조 VOLUME : 약 50M3 

회 수조 VOLUME: 약 15M3 

(다 ) PUMP : 회 수조 : 350M3 / HR X 3B 청 수조 : 20M3 !HR X 5B 

(라) 도 장 : TANK 내부 : EPOXY 도장 TANK 하부 : 콜타르 도포 

(마) Q'TY : lSET 

라. FIL TER PRESS 

(1) SLUDGE PUMPING SECTION 

(가) PUMP 구성 : 413 CAN W ARMAN PUMP 

2 x M15 WILDEN PUMP 

4M3 SLUDGE VESSEL 

(나) PUMPING PRESSURE : 저 압 2B 

(2) FIL TER PRESS 

중압 4.5B 

고압 13B 

(가) MODEL : FP 1212 C 124 

(나) SPEC 외 형 SIZE ; 2.2MW x 2.2M x 13.3ML 

판형 ; LENZER KMZ 1200PP 

CAKE 수 ; 124 

CAKE 두께 ; 35m!m 

CAKE 용적(전체); 4500L 

CAP ACITY ; 18 - 22 T퍼 (슬러지 건조상태) 

CYCLE TlME ; 20 - 25 MIN 

CAKE 함수율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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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포 ; RILSAN (2중포) 

(다) 기 타 : 전자동운전 

포 세정 장치 및 CAKE 탈락장치포함 

작업자 보호용 SENSOR 포함 

(라) Q’TY : lSET 

마. HOIST 

(1) FIL TER PRESS 용 

(가) SPEC : 1 TON x 8MH x 4점 식 

(나) 용 도 : FIL TER PRESS 보수용 

(다) Q’TY : lSET 

바. 전기공사 

(1) 2차 전기공사 (CONTROL PANEL 이후) 

- PANEL 구성 : A. C. B PNL X 1면 

MAN CONTROL PANEL X 4면 (수입품포함) 

OPERA TING P ANEL 

- 셜비사양 : CABLE 공사 : CABLE TRAY 설치 

FIEXIBLE JOINT & CONNECTOR 사용 

- CC-TV : 3 SET (터널，크라샤，필터프레스) 

사.건물 

(1) 구 조 : 철골 

벽면재 및 지붕재 : 인슈 PNL. (50T 스티로폴형) 

(2) 건물수량 : FIL TER PRESS ROOM 운전 및 전기실， 약품실 : 1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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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비 동력일람표 

가. CRUSHING P ART 
(1) Væ.FEEDER 7f:IJW x 1200L 1.5KW x 4 
(2) NO.l B/C 7f:IJW x 15ML 15KW 
(3) NO.2 B/C 7f:IJW x 30ML 22KW 
(4) Væ.SCREEN OP3 - 2760 45KW 
(5) NO.3 B/C 7f:IJW x 25M 22KW 
(6) V.IMPACT C/R Bannac Duopactor 220KW 
(7) NO.4 B/ C 7f:IJW x 23M 15KW 
(8) NO.5 B/ C 7f:IJW x 30ML 22KW 
(9) SAND UNIT MS 500 x 100 45KW 

væRATOR 4KW x 2 
(10) WATER PUMP 3f:IJM3 /H x 3B 45KW 
(11) WATER PUMP 20M3 /H x 5B 7.5KW 
(12) HOIST 2.8TON 5KW 
(13) NO. 6 B/ C 7f:IJW x 60M 30KW 

-까i、- 계 496펴KW 

나. 수처리 PART 
(1) DECANTER SCRAPER 2.2KW 

UP- DN 0.6KW 
HOZ. PUMP x 2대 10KW x 2 

(2) DOSAFLOC AGITATOR 1.5KW 
PUMP-l 0.3KW 
PUMP- 2 0.3KW 

(3) FIL TER PRESS PUMP 22KW 
HYD UNIT 7.5KW x 2 
WASHING DEV. 0.3KW 
DEMOULDING UNIT 0.3KW 
HOIST 5KW 

(4) AIR COMP 4f:IJNM3 /H x 13B 55KW 

~、 계 122.5KW 
합 계 524K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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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쇄 석 사 기 계 명 및 규격 (200TPH SAND PLANT) 

n Cn1 名 規 格 없k 렘: 
1. VIBRA TING FEEDER 7fJJW x 12oo050T쩌) 2 
2. VIB. FEEDER 부대설 비 HOPPER & GATE 2 
3. VIBRATING SCREEN OP3-2760 1 
4. VIB. SCREEN 부대 셜 비 2760용 1 
5. SAND UNIT MS600 x 200 1 
6. IMP ACT CRUSHER BARMAC 8000 DUO PACTOR 1 
7. IMPACT CRUSHIR용 MOTOR 190KW x 4P 1 
8. IMPACT C쩌 부대설비 1 
9. DECANTER ASS ’Y DR10 x 60 1 

10. DOSAFLOC(약품공급장치) DC1000A 
11. WATER TANK 06 x 2.4MH 
12. WATER PUMP 350M3 자I x 3B 
13. WATER PUMP 20M3 /H x 5B 1 
14. SLUDGE SILO 300M3 1 
15. SLUDGE PUMPING SECTION 4!3CAH +2 x M15+4M3 αf 1 
16. WALK WAY & F!P GATE 
17. FILTER PRESS FP1212 C 124 

18. HOUSE 공사 
FILTER 

1 
PRESS,PUMP,OPERA TING 

19. AIR COMP 및 부대설비 4fJJM3 /H x 13B 1 
20. B-1 BELT CONV. 7fJJW x 15ML 1 
21. B-2 BEL T CONV. 7fJJW x 30ML 1 
22. B-3 BELT CONV. 7fJJW x 25ML 1 
23. B-4 BEL T CONV. 750W x 23ML 1 
24. B-5 BEL T CONV' 750W x 30ML 1 
25. B-6 BELT CONV. 7fJJW X 60ML 
26. 전기 CONTROL PANEL 6면 1 
27. 기계셜치공사(배관포함) 
28. 전기 2차 공사 
29. 설치 장비비 25TON/80TON 
30. 운반비 
31. 일반관리비 

<OPTION> 
1. 폴리우레타망 
φ 2760 상단 3.Om/m 망 MODULAR TYFE lDECK 
æ 2760 하단 5.아π'm 망 MODULAR TYFE lDECK 

2. 수처 리부 SPARE PARTS PUMP LINER외 lSET 
3. CANICA C.S .I CRUSHER(쐐0) 800시간 SPARE 포함 l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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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쇄석사 미분 스러지 처리에 관한 연구 

1절. 스러지 재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1) 기초 연구 방향 

본연구에서는 인공모래 제조 과정에서 -200mesh이하 미분이 발생되어 산업폐기 

물로서 폐기됨으로 공해 유발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이를 처리를 위한 생산비가 

상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연구 업체인 오성산 

업(주)의 쇄석사 제조 과정에서 발생된 건식 Sludge와 쇄석사 제조의 습식처리로서 

웅집제를 사용한 Sludge둥 2종류를 가지고 Sludge재활용에 관해 시험올 하였다. 

첫 번째로 오성산업 (O.S)(주)는 건식 미분(-74μm)만올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O.S미분의 화학 성분과 유사한 (주)대홍(D.H)의 습식 Sludge를 이용하여， 경북 농촌 

진흥원에서 스러지가 농업용으로 사용시 벼생육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올 규명키 위 

해 농업적 활용 실증 실험올 하였고， 성주군 농촌지도소에서 쇄석사 미분올 이용한 

농가 포장 객토 시험올 하였으며， 충남대학교 농화학과에서 Sludge를 상토연구와 

이를입단 제조 실험을 하여 작물의 발아시험과 생육실험올 통하여 토양개선제 및 

농업적인 활용가능성에 대한 기초실험을 하여 장기적인 대책， 연구를 하였다. 

2) 원료 스러지의 화학성분과 X선 회절분석과 SEM분석 

가. 화학 성분 분석 

오성산업(주)와 (주)대홍의 미분 스러지 화학성분은 다음 표.7-1과 같다. 

표 . 7-1 O.S&D.H미분스러지의 화학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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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 보전법에 의한 토양 성분 분석 

O.S 및 D.H의 미분 스러지를 환경부 토양환경 보전법에 의한 분석올 당 연구소 

분석부에서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7-2와 같고， 이 결과의 각성분에서 농경우려 

기준치 이하의 값올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양사의 미분은 경작올 위한 토양 혼합의 

경우 환경보전법에는 위촉되지 않음올 알수 있다. 

표. 7-2 미분 토양 환경 보전법에 의한 분석표 

짧치 O.S 건식 미분 D.H 습식 미분 
농경우려 

비고 
기준치 

Cu 0.1 2.7 50 
Pb 0.9 4.7 100 
Zn 0.1 11.3 
Cd 0.0 0.3 1.5 
Cr 0.2 2.1 4.0 
Ni 1.1 1.6 
As 0.1 0.1 6.0 
Hg 0.0 0.0 4.0 
pH 7.7 7.6 
유기물 0.66%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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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러지 XRD 분석 

스러지 활용을 위하여 (주)오성산업 (O.S)과 (주)대홍(D.H)의 스러지를 X선 회절분 

석을 하였다. 그 결과 그림 .7-1과 같은데 O.S의 시료는 수성암(사암 및 실트암)으로 

석영을 주로하여 장석 칼사이트 운모를 수반하고 있으며， D.H시료는 화성암류(유문 

암)로 주로 석영， 사장석 (PD과 수반광물로 칼사이트(Calcite) 및 혼브랜드(H)를 수반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스러지 SEM분석 

O.S과 D.H의 스러지 SEM분석 

。 사용기 계 명 ]EOU 일 제 ) Scanning Microscope 

Model No : ]SM -6400 

。 조 건 시 료는 gold로 이 온 코탱 

- 20Kv로 촬영， 진공도 10-7 TOIT 

전자현미경 (SEM) 사진. 7-1 및 7-2는 O.S(오성)스러지로 500배와 5，000배로 촬 

영하였는데 사진.7-1에서 보듯이 입지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사진.7-2는 1개 입자 

를 5，000배로 확대한 것으로 입형이 타원상을 보이나 소암편이 격자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D.H(대홍)의 스러지는 판상의 집합양상을 보이는 것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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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7-1 Photomicrographs of fine sludge x 500 
전자현미경으로 본 미분스러지 원료 x 500 (O.S) 

사 진 .7- 2 Photomicrographs of fine sludge x 5000 
전자현미경으로 본 미분스러지 원료 x 5000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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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7-3 Photomicrographs of fine sludge x500 
원료 x 500 (D.H) 

사 진 .7-4 Photomicrographs of fine sludge x5000 
전자현미경으로 본 미분스러지 원료 X 밍00 (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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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7- 1 O.S과 D.H 스러지 X선 회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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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미분스러지를 이용한 A. L. C 제조법 개발 연구 

1) 연구배경 

일반적으로 경 량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 Lightweight Concrete) 제조시， 

Si02 90% 이상의 고품위 규석과 석고(CaS04 . 2HzO) , 생석회， 시멘트， 알루미늄 둥 

올 사용하게 되나， 본 연구에서는 SiOz 90% 이상의 규석 대신 인공모래 생산시 발 

생하는 SiOz 58%의 저품위 규산질인 미분스러지를 이용하고， 이수석고 또는 무수석 

고를 넣지 않고， C/S (CaO/SiOz) 몰비와 규산 함량을 58%에서 96.5 %까지 변화시 

키면서 토벌모나이트(Toberrnonite)를 생성케 하므로서 경제성있는 경량기포콘크리 

트를 만드는 기법을 개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제품은 비중， 강도， 물성과 

질감이 기존의 것과 같은 연구의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용도를 찾지 못 

하던 미분스러지로 ALC를 생산하여 보온， 단열 및 방음용 건축 재료로 공급함으로 

서， 유용 자원화와 공해 방지도 할 수 있게 되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 방법] : 

일 반적 으로 고품위 규산질 원료(Si02 90% 이 상) 로 A.L.C 를 만들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Si02 58%의 저품위 규산질 원료(미분 스러지)를 이용하여 

C/S(CaO/Si02) 몰비와 조성물올 변화 시켜 1071 압 180"C의 포화 수중기압에서 양 

생 하여 토벌모나이트(Toberrno띠te)를 생성케 하여 경량기포콘크리트를 만드는 기 

법올 연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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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위] : 

고품위규산(Si02 90%) 원료에 연구대상이 되는 미분스러지 (Si02 58%)를 각각 

25%, 50%, 75%, 100% 씩 혼합하여 C/S(CaO/Si02} 몰비 달리 하면서 석 고를 첨 가 

하지 않는 방법과 석고를 4% 넣는 방법으로 하여 ALC를 제조하고， 그 물성과 광물 

학적인 검토를 행하였다. 

표. 7-1 Chemical composition of fine sludge of crushed sand 

않치 
Si~ AI203 FEl2Ü3 FeO CaO MgO IgLss Ti02 P~5 S 1<20 Na2。 Mn。 비고 

(%) (%) (%) (%) (%) (%) (%) (%) (%) (%) (%) (%) (%) 

미분스러지 58.04 14.99 2.28 1.63 6.83 1.99 8.58 0.54 0.26 tr 3.11 1.62 0.08 

(-200mesh) 

3) 이론적 고찰 

종래의 ALC 제조방법은 콘크리트의 제조과정 중에 수용성 물질올 첨가하여 성형 

한 다음， 충분히 양생 시킨후에 수용성 물질올 물로서 녹여내는 방법과 산성의 물질 

로서 작용하는 이 산화규소(Si02)와 알카리 성 물질 인 산화칼숨(CaO)의 반응에 의 하 

여 토벌모나이트(Tobermo띠te)를 형성 시킴과 동시에 알루미늄 금속분말과 같은 기 

포형성제를 첨가하는 방법이다. 이 종래의 방법은 이 Tobermonite를 형성 시키기 

위하여 규산질 함량이 80%이상인 규사를 재료로 하고 있다. 이 과정중， 규산(Si02) 

은 석회 (CaO)와 반웅하여 토벌모나이트를 생성하는데， 생석회의 소화열이 이들 반 

웅에 있어 온도를 높혀줌으로서 반웅환경올 조성한다. ALC 제조시의 원료중 규산 

의 총량은 규사의 규산과 시멘트에 함유된 규산， 생석회에 함유된 미량의 규산질 둥 

이며， 이것이 시멘트의 CaO와 생석회의 CaO 및 규사에 함유된 CaO의 총 전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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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함께 포화수증기압에서 수열반응하여 토별모나이트(Tobermonite)가 형성된다. 

즉 종래의 ALC 제조의 원료 조성은 규사， 시멘트， 생석회， 석고(이수석고 또는 무수 

석고)， 그리고 알루미늄을 기포제로 구성 되어 있으며， ALC 제조시 석고를 전체 

고형 분에 대 하여 3-6 wt.% 혼합하고 있는바 이 는 시 멘트 중에 Alite상(3CaO.si02 ) 

계 고용체의 량보다 Belite상(2CaO.si02 ) 량이 많아지면 강도의 발현이 늦고 수화열 

(水처1熱)도 작아 기포경 량콘크리트제조 공정상 불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Alite상 

(3CaO.si02) 계 고용체가 많은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여도 이와 같은 문제 

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석고를 혼합하고 있다. 

4) 연구 결과 및 고찰 

일반 시중 포트랜드시멘트의 광물 조성은 Alite상(3CaO.Si02 ) 계 고용체가 약50%， 

Belite상(2CaO.Si02)가 약20% ， Alurninate상(3CaO.Ah03)가 약10% ， Ferite상 

(4CaO.AhO.F~03)가 약 10%, 황산칼숨 5%, 기타 둥으로 구성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트랜드시멘트는 Belite상(2CaO.Si02)의 함량이 Alite상 

(3CaO.Si02)계 고용체가 40% 정도로 적을 뿐 아니라 크링커에 5%의 석고를 첨가 

하여 분쇄 제조된 것으로 시멘트 만으로도 수화열 저하를 방지 할 수 있음을 착안 

하여， 6회에 걸쳐 실험제작을 하였다. 그 실증으로 실예 (4) 및 실예 (6)과 같이 규산 

질규사(Si02 90%이상) 대신 미분스러지 (Si02 58%)로 100% 대체하여 제조 할 경우， 

석고를 첨가 하지 않는 경우 실례 (4)와 석고를 4중량 퍼센트를 첨가하여 실험(실례 

6)의 결과， 전자는 강도가 38.4 kgf/c며 이 었고， 석 고를 첨 가한 후자는 강도가 20.3 

kgf/c마 로 나타 났다. 따라서 석 고 첨 가로 강도가 더 높아 지 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올 뿐아니라， 오히려 석고를 첨가함으로써 수용성 황산염을 생성하여 오토크레이 

브를 부식 시키는 사실올 알게 되었다. 이러한 종래의 결점올 개선한 본 연구에서는 

실험올 통해 4가지 특정의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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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 이수석고 또는 무수석고를 넣지 않고 기존의 ALC의 물성과 질감을 나타 

낼수 있는 ALC 제품을 만들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방법에서 원료의 배합비는 2가지가 있다. 첫째로 규사(Si02 함량 90% 이 

상)를 총 고형분에 대하여 65-70 중량비에 생석회 4, 시멘트 1의 배합비를 가지는 

Lime Base 방법과 둘째로는 규사(Si02 함량80% 이상) 53-62 wt.%, 시멘트 17-28 

wt.%, 생 석 회 12-28 wt.%, 이 수 또는 무수석 고 3-6 wt.%의 혼합비 로 구성 되 는 시 

벤트 Base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분 스러지 저품위 규사(Si02 58%) 50-69 

wt.%, 시멘트 20-35 wt.%, 생석회 10-17 wt.%에 이수석고 또는 무수석고를 첨가하 

지 않고 제조하는 경량기포콘크리트 방법이다. 이러한 조성의 특정은 석회질 원료의 

구성비에 있어 시벤트 28-35 wt.%와 생석회 10-12 wt.%로 조절이 가능 하다는 것 

이다. 

본 연구의 실험 에서 규사(규산 96.5 wt.%) 원료에， 0.074mm 를 80%이상 통과한 

(080=0.074mm) 미분스러지 (Si02 58wt.%)를 25, 50, 75, 100wt.% 를 혼합하여 (실례 

1-4 참조) 시료의 규산 함량을 58%에서 96.5 % 까지 다르게 하여 실험한 결과 표. 

7-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즉 이 결과는 ALC 제조 원료인 고품위 규사(90%이상) 

대신 규산(Si02)함량이 50-79wt.%인 저질규산질 미분스러지로 제조하여도 비중， 강 

도， 물성과 질감에서 기존의 것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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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Properties of A.L.C products, Experimental Results 

앓r 
시료의 

미분A러지 
를 C그i 성 

규산함량 절건 압축강도 C/S 비 고 

(Si02) 
혼합율(%) 

비중 (Kgf/cm2) 몰비 

비교실례 1 96.5% 0 0.51 43.2 0.46 Si0296.5%의 고품위 규사 

실례 1 86.87% 25 0.51 42.8 0.53 
고품위 규사 75%저품위 

미분A러지 25%혼합 

실례 2 77.25% 50 0.527 36.9.3 0.61 

실례 3 67.62% 75 0.54 41.2 0.71 

실례 4 58.00% 100 0.571 38.4 0.84 
Si02 58%의 저품위 미분 

A러지 

실례 5 86.89% 15 0.47 33.8 0.65 석고 4% 첨가 

실례 6 58.00% 100 0.47 20.3 0.99 석고 4중량퍼센 E 첨가 

둘째 : 규사질 원료의 입도가 제품의 물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규사 

의 입도가 0.074μm보다 크면 오토크레부에서 양생시에 강알카리성 수용액에 

규산의 용해도가 낮아 화합반웅이 불규칙하여 조직형성이 불균일 하게 된다. 

따라서， 입도가 0.074mm에서 8Ow t.% 이상 통과 하는 것이 좋으며 100중량 

퍼센트 통과한 것은 기포발생시 점도의 증가로 

큰기포가 발생되어 제품이 거칠고 강도가 저하된다. 그러나 비중은 낮아진다. 

Si02 와 산화칼슐(CaO)이 시멘트와 같은 결합재 (binder)가 오토크레이브에서 양생 

시， 170-180 "c의 포화수중기압하에서 강알카리수용액에 규산(Si02)이 용해되어 수화 

반웅으로 토벌모나이트의 광물올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규사 입자가 크면 용해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석영잔유물이 남는다. 또한 규사 업자가 너무 작으면 용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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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되어 반웅은 좋으나 접도가 높아서 대형 기포와 버블 현상이 일어나며 양생시 

크랙이 발생하기 쉽다. 

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ion Microscope SEM) 사진 관찰 결과， 규산성분 

96.5%로서 제작 된것은 규사 둥의 잔유고형물이 관찰되며(사진.7-5 (e) 참조)， 미분 

스러지를 25-75wt.% 혼합한(25%.50%.75% )것은 규사 고형물이 적거나 거의 없다(사 

진.7-5 (a)-(c) 참조). 그러나 압축 강도는 거의 같게 나타났고， 미분스러지 함량 

50%의 경우 75% 첨가시 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미분슬러지 75% 첨가시 

생성된 토벌모나이트의 결정이 더 치밀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규사 잔유물보다 토벌모나이트의 결정도가 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X-Ray 회 절분석 (X - Ray Diffraction Analysis) 결과도 이 러 한 현상올 뒷바침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규사의 적당한 입도와 규산의 함량과 석회성분의 적당한 비율 

즉，C/S 비가 적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있어 규사에 함유되고 있는 석회성분이 석회성분 원료(시멘트， 생석회) 

성분을 대체함으로써 석회 원료를 절감 할 수 있다. A.L.C 제조에 있어 총 고형물 

의 Ca와 Si 의 성분비 (C/S (CaO/ Si02) 몰비)는 0.4-0.8이 토벌모나이트 형성에 

가장 적당한 몰비 이다. 실예 실험에서 C/S 몰비가 0.8 이상의 것은 비중이 높거나 

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S.E.M에서 결정 형성도 좋지 않고(사진 .7-5 (d) 참 

조)， X-Ray 분석에서 특히 방해석 (Calcite)의 피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 

림 .7-2(d) 참조) . 실례 실험에서 C/S 몰비가 0.46-0.71에서 Calcite 피크가 없거나 낮 

게 나타나고 있다(사진 .7-5 (a)-(C) 참조). 규사(미분스러지)에 함유 되고 있는 석회 

성분도 토벌모나이트 형성반웅에 알카리 성분으로 작용하고 있음올 알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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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분 스러지의 석회 성분만큼 시멘트 또는 생석회를 절감 할 수 있어 경제 

적이다. 

이상과 같이 제조된， 경량기포콘크리트의 X-Ray 회절분석 결과가 규사(Si02 

96.5%) 를 100% 사용한 A.L.C 는 석영 (Q) 피크가 높게 나옴으로서 미반웅 규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사진.7-5(e) 참조)， 전자현미경 (S.E.M) 사진에서도 미반웅 고 

형물이 나타나고 있다(사진 .7-5(e) 참조) . 그러나 미분스러지 (Si02 58%)를 규사에 

25, 50, 75, 100중량 퍼센트로 혼합 또는 대체한 A.L.C는 X.R.D분석에서 잔류 석영 

이 그 혼합율에 따라 적어지고， C/S 몰비가 0.71%이상에서 칼사이트(CaO)의 잔류 

현상을 보이나 C/S몰비0.53-0.71까지는 비중과 압축강도에서 K.S기준 이상으로 만 

들수 있을뿐 아니라， S.E.M사진에서도 (실례 2-4) 토벌모나이트의 결정이 건실하고 

고형잔유물이 거이 없는 양호한 결정반웅이 이루어 졌음올 알 수 있다 (실례 25%-

75% 사진.7-5 (a)- (C)참조). 다만 미분스러지 100%사용시는 X.R.D분석에서 칼사이 

트(CaO)잔유물의 피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석영피크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그 

림 .7-2 (d)참조). S.E.M사진에서는 토벌모라이트 결정 이 작고 양호하지 않게 나타나 

고 있다(사진.7-5 (e)참조). 이것은 C/S ' 몰비가 0.84로 높게 배합올 함으로서 몰비 

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위의 조성에 0.575 배수의 물을 첨가하여 슬러리화 한후 섭씨 180.C 10 기압에서 13 

시간 동안 오토크레이브 양생하여 l Ocmx10cm x lOcm 시편으로 제작， KSF 2701에 

준한 물성시험을 실시하였다. 

실시 예 2) : 규사 50%+인공사 50% 혼합의 경 우 

- 규산함량 96.5중량퍼센트의 규사 50중량퍼센트와， 규산함량 58.0중량 

퍼센트의 규사 50중량퍼센트의 것을 혼합하여 총 규산함량 77.25 

퍼센트로한 규사 61.4 중량퍼센트 

- 시멘트， 생석회， 알미늄패이스트 및 물의 배수는 (실시예 1)과 같은 

동일 함량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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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예 3) : 규사 25%+인공사 75% 혼합의 경우 

- 규산함량 96.5중량퍼센트의 규사 25중량퍼센트와， 규산함량 58.0중량 

퍼센트의 규사75 중량퍼센트의 것을 혼합하여 총 규산함량 67.62 

퍼센트로한 규사 61.4 중량퍼센트 

- 시벤트， 생석회， 얄미늄페이스트 및 물의 배수는 (실시예 2)와 같은 

동일 함량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하였다. 

실시 예 4) : 100% 규사대신 인공사 100% 대치 경우 

- 규산함량 96.5중량퍼센트의 규사 O중량퍼센트와， 규산함량 58.0중량 

퍼센트의 규사100 중량퍼센트의 것을 혼합하여 총 규산함량 58.00 

퍼센트로한 규사 61.4 중량퍼센트 

- 시멘트， 생석회， 알미늄페이스트 및 물의 배수는 (실시 예 3)와 같은 동 

일 함량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하였다. 

실시 예 5) : 규사 85% + 인공사 15% 혼합의 경우 

- 규산함량 96.5중량퍼센트의 규사 85중량퍼센트와， 규산함량 58.0중량 

퍼 센트의 규사15중량퍼 센트의 것을 혼합하여 총 규산함량 86.89 퍼 센 

트로한 규사 51.0 중량퍼센트 

- 시벤트(트리칼숨실리케이트 50 중량퍼센트， 디칼숨실리케이트 20중량 

퍼센트) : 30중량퍼센트 

-생석회(산화칼숨함량 93중량퍼센트): 15 중량퍼센트 

-이수석고 :4중량퍼센트 

-알루미늄 페이스트: 0.062중량퍼센트 

위의 조성에 0.665 배수의 물올 가하여 스러지화 한후 섭씨 180도 에서 13시간 오토 

크레이브에서 양생하여 KSF 2701에 준한 물성실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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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예 6) : 규사 0% + 인공사 100% 

- (실시 예 5)의 조성에 규산질 원료를 규산함량 58중량퍼센트의 미분 

스러지로 전량 대체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 하였다. 

사진.7-5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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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X.R.D 분석 



사진. 7-6 A.L.C 원료 배합 광경 

사진. 7-7 A.L.C 제 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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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8 A.L.C 시제품 

사진 . 7- 9 A.L.C 완제 품 압축강도 시 험 시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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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가) 본 연구는 인공 모래인 쇄석사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200mesh 이하의 미 

분 스러지를 활용，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제조하여 건축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폐자원 

의 유용 자원화와 공해 유발을 방지코저 하는 기술개발 연구이다. 

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 시중 포트랜드 시벤트의 조성중 디칼숨실리케이트의 함량 

이 트리칼숨실리케이트의 40% 정도로 적을 뿐 아니라 포트랜드 시벤트는 크링카에 

5%의 석고를 첨가하여 분쇄 제조된 것으로 시벤트 만으로도 수화열 저하를 방지 

할 수 있음을 착안하여， 6회에 걸처 실험제작을 하였던바， 실예 (4) 및 실예 (6)(표.7-2 

참조)에서와 같이， 미분슬러지 100%에 석고를 첨가 하지 않은 경우 실례 (4) 및 미분 

스러지 100%을 사용하였으되 석고를 4중량 퍼센트를 첨가하여 실험한 결과(실례6) ， 

전자는 강도가 38.4 kgf/ cm' 이었고 후자인 석고를 첨가한 것은 강도가 20.3 kgf/cm' 

로 나타 났다. 

따라서 석고 첨가로 강도가 더 높아 지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을 뿐아니라 오히 

려 석고 첨가로서 수용성 황산염의 생성에 따른 오토크레이브의 부식이 있음을 알 

게 되었다 

다) 이수석고 또는 무수석고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0.074mm (2oomesh)를 80%이 

상 통과한 입도분포를 가진 미분스러지 (Si02 58중량%)를 25, 50, 75, 100중량% 를 

혼합하여 (실예 1-4 참조) 시료의 규산 함량을 58%에서 96.5 % 까지 다르게 하여 

실험한 결과， 표.2와 같은 결과치를 얻었으며， 즉 이 결과는 ALC 제조 원료인 고품 

위 규사(90%이상) 대신 규산(Si02)함량이 50-79중량% 인 저질규산질 미분스러지로 

제조하여도 비중， 강도， 물성과 질감이 기존의 것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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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자 현미경사진(SEM) 결과 규산성분 96.5%의 고품위 규사를 사용해 제조된 

A.L.C 에는 규사 둥의 잔유고형물이 관찰되며 미분스러지 (Si02 58%) 를 25-75중 

량퍼센트(25%，50% ，75%) 혼합한 것은 규사 고형물이 적거나 거의 없다. 그러나 압축 

강도는 거의 같게 나타났고 미분스러지 50%보다 75%가 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미분 슬러지 75% 첨가의 경우 이것은 토벌모나이트의 결정이 더 견실하다는 것올 

알수 있다. 

X.R.D분석에서는 잔류 석영이 그 혼합율에 따라 적어지고 58% C/S 몰비가 0.71% 

이상에서 칼사이트(CaO)의 잔류현상을 보이나 C/S몰비0.53-0.71까지는 비중과 압 

축강도에서 K.S기준 이상으로 만들수 있었다.， 

지금까지 그 사용용도를 찾지 못하던 인공쇄석사 제조공정으로 부터 발생되는 미 

분스러지를 본 연구에서 만들어진 제품과 같은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실리케이트원으 

로 사용제조 제품화하여 보온 단열 및 방음용 건축자재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절 

감올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또한 공해의 원인을 제거 할 수 있게 되어 폐기물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산업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절. 스러지 농지 지력 개선 재료 활용검토 

1) 연구 목적 

본 실험올 위하여 충남대학교 농화학과에 의뢰하여 6개월간의 실험을 거쳐 그 결과 

를 가지고 미분 스러지서의 토양 개선제 그리고， 농업적인 활용가능성올 면밀히 검 

토하였다. 미분스러지의 농업적 이용 가능성올 조사하기 위하여 시료의 기초적 특성 

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분스러지 자체의 물리성올 개선하기 위하여 우분 유 

기물 추출물과 중점제를 이용하여 입단제조를 시도하였으며， 농업적 활용올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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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따라서 이 농업적 이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작물의 발아실험과 생육실험 

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위해 충남대학교 농화학과에 의뢰하여 6개월간의 결과를 토 

대로 토양 개선제 및 농업적인 활용 가능성을 검정하였다. 

2) 실험 계획 및 방법 

가)시료 

시료는 미분스러지와 이에 상대하는 토양으로서 충남 예산지역의 시설재배지에 

서 다년간 채소를 재배한 밭토양의 Ap층1)을 선택하여 이용하였다. 

표 .7-3 에서는 각 시료의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1)작토충(경운층) 

표. 7- 3 각 시료에 대한 명칭 및 특성 

시료명 
습식스러지 건식 미분 건식 미분 

Cake (D.H) O.S( -20ümesh) B.K( -20ümesh) 

특정 Wet상태 분말 분말 

나)입단제조 

시료의 입단제조는 시료의 토양 처리시 야기되는 수리전도도(Hydraulic 

conductivity)값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료 자체의 웅집력이 낮은관계 

로 인하여 표.7-4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일정량의 유기물2)과 증점제3)를 이용하여 

입단을 제조하였다(사진 .7-10) . 

2)우분 수용성 추출물 

3)Carboxy Methyl cellu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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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10 폐미분 입단 

사진. 7-11 포화수리 전도도 특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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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입단제조시 혼합비율 (W!W%) 

-------- 시 료(%) 유 기 물(%) 중점제(%) 

BK - 0 99.6 0 0.4 

Bk - 15 84.6 15 0.4 

BK - 30 69.6 30 0.4 

OS - 0 99.6 0 0.4 

OS - 15 84.6 15 0.4 

OS - 30 69.6 30 0.4 

다) 기초특성 조사 

각시료에 대한 기초 조사는 토양의 물리 · 화학적 특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토양의 기초적 특성은 농업기술연구소(1988)의 토양화학분석법에 준하여 실험올 실 

시 하였으며， 이때 토성 (Soil texture) 분석은 Sodium hexametaphosphate 용액으로 

분산 후 Hydr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전기전도도(EC) 및 pH 분석은 물에 

의한 1:5 용출법， 양이온 치환용량(CEC)은 1N Ammonium acetate 치환법으로 측 

정하였다. 포화수리전도도는 일정수두법 (Constant head method, 사진 .7-8)으로 측정 

하였다. 

라) 발아 및 생육 조사 

(1) 발아 실험 

(가) 처리내용 

시료 19에 증류수 25mt를 가한후 6O't에서 3시간동안 환류 냉각하에서 추출후 

여액 6mt를 여과지가 깔린 9cm Petri dish에 가한후 발아율과 뿌리생장율을 조사하 

였다. 이때 실험은 각각 3반복으로 실시하였으며 1 처리구 당 207>> 의 종자률 이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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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품종 

내염성이 높은 배추(Chinese cabbage)와 내염성이 낮은 상추(Lettuce)를 이용하 

였다. 

(다) 조사방법 

3일째 발아율4)과 5일째 뿌리 성장율5)을 대조구6)에 대한 비율로 조사하였으며， 

발아율과 뿌리성장률의 곱으로 Gennination Index(GI; 발아지수)7)를 계산하였다. 

4) 대조구의 발아융에 대한 상대적 % 

5) 대조구의 뿌리 성장률에 대한 상대적 % 
6) 무처리 . 중류수 배지 
7) GH발아지수) : 발아지수는 100융 기준으로하여 이하는 발아저조， 이상은 발아융의 상대적 

우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따라서 상대값이 높으연 높올수록 좋다 
시험구(발아수 x 뿌리 평균길이) 

GI= - --------------- - ------------ x100 
대조구(발아수 X 뿌리 평균길이) 

(2) 생육 실험 

(가) 처리내용 

입단화된 시료를 표.7-5과 같은 혼합비율로 처리하여 40x40x40 nun Pot에 충진 

하고 공시 품종을 파종 한 다음 Growth chamber에서 생육실험올 진행하였다 . 이 

때 Growth chamber 의 온도는 23 0C, 수분 65% , 광 1200 Lux의 조건올 유지하였으 

며 Pot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수분을 공급하였다(사진 7-12, 7-13). 

(나) 공시품종 

생육시험은 내염성이 높은 배추를 이용하였다 

(다) 조사방법 

파종 후 3주 동안의 성장률을 조사하여 뿌리성장률， 줄기성장률， 잎장과 잎폭의 

길이 성장률올 조사하였다. 이 때 각 처리구는 3반복을 하였으며 대조구로서는 시 

설재배지의 Ap층올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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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12 생육실험 (파종직후) 

사진 . 7-13 생육실험 (파종 1주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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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업단과 토양과의 배합비율 (W，ηTV%) 

토양(%) 시료(%) 

BK- 0-20, 08-0-20 

BK-15-20, 08-15-20 80 20 

BK-30-20. 08-30-20 
BK-0-40, 08-0-40 

BK-15-40, 08-15-40 60 40 
BK-30-40’ 08-30-40 

3) 결과 및 고찰 

가. 시료의 물리적 · 화학적 특성 

미분스러지의 농업적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물리성과 화학성올 조사한 

결과는 표.7-5， 7-6과 같다. 일반적으로 농경지에 있어서 작물의 수량중대에 양호 

한 토양은 점토와 미사의 함량이 70 - 8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정토와 미 

사의 함량이 많을수록 토양의 유효양분 치환능력이 좋고 수분 보유력이 중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토의 함량이 40% 이상일 경우 수리전도도값이 떨어져 배수가 

불량하게 되므로 점토와 미사， 그리고 모래의 함량이 적당해야 한다. 본 시료는 08 

와 BK모두 모래의 함량이 35% 이상이며 상대적으로 점토의 함량이 낮다. 따라서 

유효 양분에 대한 치환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분보유능이 적올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모래의 함량이 높아 수리전도도값이 높올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 

제 수리전도도값은 A총 토양보다 3-5배 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토양의 경우 입단화에 의해 공극이 발달한 반면 폐미분의 경우에는 입 

단화가 거의 형성되지 않아 구조내에 존재한 공극이 작기 때문에 토양수의 흐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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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폐미분의 농업적 이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입단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표.7-6 시료의 토성과 용적 비중에 따른 포화수리전도도 

Particle Distribution(%) 수리 전도도<Cm/day) 
시료 

1.2g!cmj * 1.3g/cm j 1.4g!cmj 1.5g!cmj Clay Silt Sand 

OS 15 43 42 0.30 0.11 0.04 0.03 

BK 17 48 35 0.30 0.12 0.04 0.03 

A 20 55 25 1.15 0.82 0.36 0.18 

* 용적비중 

폐미분에 대한 화학성을 조사한 결과 표.7-7와 같았다. 시료의 화학적 특성을 보 

면， pH가 높은 약 알칼리성을 나타내며， 낮은 양이온 치환용량과 다른 무기이온에 

비해 Ca의 함량이 높음올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시설재배지 토양은 본 실험에 사용된 A층 토양과 마찬가지로 pH는 비 

교적 낮으며， EC가 높고 K, Na 둥의 무기 이온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K와 Na 경우 1 cmol싸땅 이하의 낮은 농도에서도 작물의 생육에 장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들 이온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폐미분올 농경지에 이용할 경 

우 토양내 pH의 조절괴 무기이온의 시비 관리에 있어 이점이 있올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낮은 양이온 치환용량과 낮은 유기물의 함량을 조절하는 것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표. 7-7 시료의 화학성 

pH EC C.E.C Ex.Cation {cmolc/kg) 
(1 : 5) (ds/m) {cmol따댁) K ‘ Na+ CaZ+ Mj;!;Z+ 

BK 8.8 2.3 6 0.24 0.3 39.0 1.58 
os 8.5 2.2 5.7 0.20 0.21 26.0 1.35 I 
A총 6.7 5.08 12.3 1.07 0.95 7.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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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아 및 생육특성 

(1) 발아율 조사 

미분스러지에 대한 작물의 발아율올 조사하기 위해 내념성이 높은 배추와 내념성 

이 낮은 상추를 대상으로한 발아시험의 결과는 표.7-8과 같다. 발아율에 있어서는 

배추에 비해 내염성이 적은 상추가 약간 저조하였으나 무처리구와 비교해 큰 차이 

를 볼수가 없었다. 이는 미분 스러지에 존재하는 다량의 수용성 무기 영양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시료내에 작물의 발아에 악 영향올 미치는 독성물질이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7-8 시료 추출물의 발아특성 조사 

구분 B.K O.S C와‘e 

발아율(GR) 101.2 98.2 101.1 

배추 
뿌리성장율(RE) 124.0 172.1 160.0 

Geerrnination Index 126.1 169.0 161.9 

발아율(GR) 91.1 94.0 93.6 

상추 
뿌리성장율(RE) 132.4 127.3 130.1 

Geerrnination Index 120.6 119.7 121.8 

* 발아특성은 대조구인 증류수에서의 발아율에 대해 상대적인 %로 나타남 

(2) 생육실험 

미분스러지의 낮은 수분 보유력과 낮은 양이온 치환용량올 보완하기 위해 유기물 

과 증점제를 이용하여 입단화 시킨후 표.7-9와 그림 .7-3과같다. 

BK의 생육실험결과는 대조구(A)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유기물이 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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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20% 혼합된 B-30-20시료에서 뿌리의 생육이 가장 좋았으며 토양의 혼합이 

40%이상에서부터는 감소됨을 보였다. 또한 os 시료의 경우 대조구(A)에 비해 

100%이상의 높은 생육을 보였으며 BK의 시료와 마찬가지로 토양이 40%이상일 경 

우에는 감소됨올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올 얻올 수 있었 

다. 

첫째， 미분스러지에 의한 pH상숭으로 인해 작물의 생육이 증대되었으며 둘째， 업 

단화된 미분스러지에 의한 수분보유력이 증대되어 작물에 수분공급이 원할히 이루 

어졌으며 셋째， 미분스러지에 존재하는 무기이온에 의한 양분 공급효과와 토양내 과 

량 존재하는 일부 무기이온의 희석효과 둥을 기대할 수 있었다. 

표. 7-9 혼합토양에 있어서 배추의 생육 특성 (단위 : cm) 

시료 뿌리 입장 입폭 줄기 비고 

대조구(A총) 1.9 1.8 1.1 1.5 
0-20 4 1.6 1.5 2.8 
0-40 4.3 2 1.5 2.6 
15-20 3 1.7 1.5 2.7 os 15-40 4.5 1.8 1.5 2.5 뿌리생육이 

30-20 4.5 2.7 1.6 2.5 좋음 

30-40 3.6 2.8 1.6 3.1 
0-20 2.6 2.2 1.3 1.8 
0-40 3.15 2 1.2 1.2 
15-20 3 2.8 1.6 2.2 

BK 15-40 3.65 2.8 1.7 2.2 

30-20 4.25 2.1 1.5 2.4 
뿌리생육이 } 

좋음 

30-40 4.15 1.6 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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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혼합토양에 있어서 배추의 생육특성 

4) 결론 

가) 시료의 농업적 이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점토와 미사의 함량에 비해 모래의 함랴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리전도도 

값을 갖고 있었다. 또한 양이온 치환용량(CEC)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 

량의 Ca올 함유하고 있으며 pH가 약알칼리성으로 농경지에 이용할 경우 토양 산성 

개량제로서의 효과가 기대되었다. 

나) 미분스러지의 불량한 물리성과 양이온 치환 용량올 개선하기 위해 유기물과 

- 214-



증점제를 이용하여 입단화한 결과 수분보유능이 증대되고 공극의 발달로 인해 양호 

한 수리전도도값을 보여 작물의 생육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발아율 조사에 따르면 미분스러지를 사용한 실험구에서 미분올 사용하지 않은 

무처리구보다 발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이로부터 미분스러지가 발아율 

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라) 생육실험 결과에서도 대조구보다 미분스러지를 이용한 처리구에서 뿌리， 잎장， 

잎폭， 줄기둥 모든 변에서 생육상승효과를 보이고 있어 미분스러지가 작물 생육에 

상당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문제점은 미분스러지의 입단화시 입단작용이 상대적으로 점토 성질의 토양보 

다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5) 향후 연구 방향 

가) 미분스러지의 불량한 수리전도도와 수분 보유능올 개선 

나) 낮은 양이온 치환 용량과 유기물 함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첨가제 

를 선별 

다) 실용적인 입단화 재료를 연구 개발 

라) 입단 강도 및 입단 크기 성형 방법 

마) 업단의 지속성 및 토양 처리시 입단분산 과정 연구 

바) 추비 대 체 효과 및 적 적 량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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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쇄석사 미분의 농업적 활용 실증시험 

1) 목적 

쇄석사의 시용이 벼생육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코자 하는데 있다. 

2) 시험방법 

본시험올 위해 경북 농촌 진흥원에 의뢰하여 쇄석사 미분스러지 (O.S건식 미분과 

D.H습식미분)를 다음 시험방법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무시용(미분을 사용치 않 

음)과， 농촌 진홍원 시험 재배지 수답의 같은 면적으로하여 미분스러지 투입량을 달 

리하고， 또 한 장소에서는 규산 및 인산 비료를 사용하여 봄(6월 18일)에 벼를 기계 

로 이양하여 10월초 수확을 할 때까지 3번 반복하여 임의적으로 시험올 하였다. 

가) 공시 토양 : 칠곡사 양토 

나) 공시 품종 : 

다) 공시 재료 : O.S건식 쇄석사 미분 D.H습식 쇄석사 미분 

라) 처리 내용 

(1) 무시용 (2) 쇄 석 사 10톤/lOa (3) 쇄 석 사 20톤/lOa 

(4)쇄석사 30톤/lOa + 규산 150kg/lOa +인산시용량 30%중시 

마)재배법 

표. 7-10 

이 앙일(월， 일) I 이 앙방법 | 시 비 량(kg/lOa) N - P2Û5-K2Ü 비고 

6.18 기계 이앙 15-7-8 인산30%증시 :2.1kg/lOa 

바) 시험구배치법 : 난괴법 3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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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성적 

시험을 위해 시험재료(미분스러지)의 화학성분을 분석하였다. pH측정은 토양1과 

증류수5의 비율로 하였고， 유기물(OM)은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미분의 화학적 특 

성은 pH가 매우 높고 Ca함량은 많으나 OM, P205은 매우적고， Si02도 일반 토양에 

비하여 적은편이며 중금속 함량은 자연토양부존량과 비슷하다. 

가) 시험재료 미분스러지분석 

표. 7-11 시험재료분석표 

싫치 pH OM AV-P205 EX.caion (Cmol‘/kg) Si02 CEC 

(1:5) (%) (mg/kg) K Ca Mg (mg/kg) (mg/100g) 

건식쇄석분 8.5 0.34 2 0.35 15.91 1.70 53 8.2 

습식쇄석분 8.9 0.22 7 0.33 6.55 1.45 58 8.4 

뚫영 Mn Fe Cu Zn Pb Cd Cr Mg As 

건식쇄석분 82.5 3 2.6 1.9 1.3 1.8 0.0 0.1 

습식쇄석분 210.7 399 4.9 2.1 1.3 1.6 0.0 0.1 

나) 시험전 토양의 물리성 및 화학성 

시험전의 시험재배지 토양의 물리성 및 화학성올 분석하고(표.7-12， 7-13) 시험재 

배지에서 수확까지의 시험 농작물(벼)의 재료별 수량 및 수량 구성요소를 표.7-14와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 이 결과에서 시험재료(미분스러지)는 무기성분， 유기물， 인산 

함량이 매우 낮아 사용량에 따라 벼생육과 수량에 시용효과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12 물리성 분석표 

토양 모재(母材) I 토성(土性) 
하성충적 | 사양토 

유효토섬 (cm) 

100cm이상 

물빠짐 

빠름 

도
 -엠

 
-
뾰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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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3 화학성 분석 표 

pH OM AV-P205 EX.caion (Cmolγkg) Si02 CEC 
(1:5) (%) (mg/kg) K Ca Mg (mg/kg) (mg/loog) 

5.3 1.9 98 0.37 5.21 1.76 89 9.86 

표. 7-14 재료별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 분석표 

간장1) 
재료별 처리 

(cm) 

무시용 73 
10톤/lOa 73 

건식 20톤/lOa 74 
30톤/lOa 

75 
+개량제시용 

무시용 74 
10톤/lOa 75 
20톤/lOa 74 

습식 30톤/lOa 
74 

+개량제사용 

1)땅에서 벼이삭 밑까지의 길이 

2)벼이상의 길이 

3)벼 한포기당 개 

4)벼이삭 하나의 알맹이 수 

5)알뱅이 비융 

6)알맹이 전체의 무계 

7)벼수량 

수장~) 
끼 ;ζ'::.t경-}. 수당 

1 까‘-끼까‘::.3) 입수4) 
(cm) 

(개/주) (개) 

18.1 19 99 
19.5 20 103 
17.9 21 99 

19.9 20 101 

18.7 20 97 
19.7 21 101 
20.3 20 102 

19.5 19 99 

건 식 L.S.D(5%)-----------------N.S 

C.V(%)-------------------5.3 
습식 L.S.D(5%)-----------------N.S 

C.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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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숙 
천입중b’ 

정조 

비율5) 수량7) 지수 
(g) 

(%) (kg/lOa) 
83.7 21 .4 612 100 
84.2 21.2 635 104 
84.6 22.4 627 103 

83.9 23.7 637 104 

84.1 21.9 603 100 
83.9 22.3 613 102 
84.7 23.4 610 101 

84.5 22.3 623 103 



농업적 활용 실증시험후 토양분석을 한 결과(표.7-15참조) 토양에 pH가 높아져 

산성토양 개량의 효과가 있음올 보여주고 있으며， 석회의 함량이 약간 중가 하였으 

나 다른 성분은 별 변화가 없었다(표.7-16참조). 

표 . 7- 15 시험후 토양분석표 

pH OM AV-P205 EX.caion (Cmot/kg) Si02 
재료별 처리 

(1 :5) (%) (mg/kg) K Ca Mg (mg/kg) 

무시용 5.4 1.8 103 0.39 5.31 1.73 91 
10톤/10a 5.5 1.7 91 0.31 5.63 1.63 83 

건식 20톤/lOa 5.7 1.6 86 0.29 5.71 1.57 79 
30톤/lOa 

5.9 1.5 79 0.27 6.05 1.49 94 
+개량제 

무시용 5.3 1.7 95 0.36 5.11 1.69 89 
10톤/lOa 5.6 1.6 89 0.33 5.74 1.5 82 

습식 20톤/lOa 5.7 1.5 81 0.37 6.31 1.47 73 
30톤/10a 

5.9 1.4 93 0.27 6.94 1.52 97 
+개량제 

표. 7-16 수확기 식물체중의 무기성분 단위 : (%) 

재료별 처리 T - N PZ05 K20 CaO Mp;O SiOz 
무시용 1.21 0.89 2.37 0.32 0.36 5.67 
10톤/10a 1.14 0.83 2.16 0.29 0.31 5.28 

건식 20톤/lOa 0.91 0.79 2.03 0.21 0.29 5.92 
30톤/lOa 

0.84 0.83 1.93 0.35 0.31 5.98 
+개량제 

무시용 1.27 0.92 2.46 0.35 0.29 5.01 
10톤/lOa 1.14 0.85 2.31 0.31 0.21 5.43 

습식 20톤/lOa 0.95 0.71 2.19 0.28 0.17 5.01 
30톤/lOa 

0.91 0.95 2.01 0.21 0.24 5.27 
+개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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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요약 

시용량별 1일 감수심 (물빼기)변화 

30톤+개량제 

3.2 
30톤+개량제 

3.4 

가) 쇄석사 미분의 화학적 특성은 pH가 매우 높고 Ca함량은 많으나 OM, P205은 

매우 적으며 Si02도 일반 토양에 비하여 적은편이며 중급속 함량은 자연 토양 

부존량과 비슷하였다. 

나) 쇄석사 미분(건식， 습식)은 무기성분， 유기물， 인산 함량이 매우 낮아 시용량 

에 따라 벼 생육과 수량에 시용효과가 없었다. 

다) 시험후 토양에 pH가 높아져 산성토양 개량의 효과가 있고 석회 함량은 증가 

하였으나 타 성분은 일정한 경향이 없었다. 

라) 사질답에 물빠짐 억제 효과는 있었다. 

5) 금후계획 

성주 참외 재배지역은 인산， 칼리 축적이 많이 되어 있으므로 개량제 효과와 마사 

토를 객토했올 때 특수억제 효과로 토양 물리성 개선올 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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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7-14 농업 시험원 수도작 시험 재배 전경 

사진. 7-15 농업 시험원 수도작 시험 재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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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쇄석사 미분의 객토 시험 

1) 목 적 

인공쇄석사 제조시 발생된 미분스러지 (-200mesh)를← 사질토양 개량을 위한 객토원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험올 하였다. 

2) 시험방법 

이 시험을 위하여 경북 성주군 농촌지도소와 협조하여 성주군 초천면 용봉리소재 

180평의 수답 (소유주:여기원)에 벼(품종:화영벼)를 97.5.1 2에 파종하고 규격을 

30cmx13.5cm로 하여 모내기 이양은 6월 22일에 하였다. 객토는 5월 17일에 lOa에 

(D.H)를 20, 30톤올， 또다른 lOa에 건식 미분스러지 (O.S)를 10톤 시용 및 무시용으 

로 넣어서 ， 시비량을 lOa당 N13, P8, K10kg을 사용하여 농가의 관행에 따른 재배법 

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상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시험장소 : 경북 성주군 초존면 용봉리 

나. 농가명 : 여기원 

다. 시험면적 : 180평 

라. 재료 및 방법 

(1 ) 공시 객토원 : 쇄석사 미분 스러지 (-200mesh) 

(2) 공시 작물 : 벼 (품종:화영 벼 ) 

(3) 처리내용 : 습식미분 -20，30톤/lOa， 건식미분 -10톤시용/lOa 

(4) 재배법 : 농가 관행에 따른 재배법 

(가) 파종 : 97. 5. 12 

(나) 객토 : 97. 5. 27 

( 다) 모내기 : 97.6.22(30cm x 13.5cm) 

(라) 시비 량 : N13, P8, K lOkg/ l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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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 객토원 처리 배치 

←-소생 리 생주· 김천 -

i'-
슐 식 슐 식 건 씩 

농 하 

‘ 책 
ld 혼 18 m 30 혼 a 혼 if .1 

‘천 (4.400Kg) (2. 930Kg) (l,500(g) 뭉 

8m-t-8m-f--Bm- f--Bm-

*( )내는 객토 실량임 

4) 시험결과 

표. 7-17 쌀 생산량(kg/10a) 

구분 

쌀생산량 

(kg/10a) 

습식30rψt 습식 20πl/t 

467 469 

가.생육상황 

훌 

건식lOm/t 무시용구 

465 465 

(1) 생육중기까지는 뚜렷하게 구간별 차이는 없었으며 초장은 오히려 무시용구가 

1cm정도가 더 큼 

(2) 생육후기는 무시용구에 잎 적고현상이 빨리나타나 공시객토원 시용구칸이 

둥숙을 다소 높은 것으로 관찰됨 

나. 토양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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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8 시험 전과후의 토양분석표 

구분 pH OM PzO K Ca Mg Si02 

시용전 5.5 1.4 314 0.23 2.5 1.5 85 
습식30m!t 5.7 0.9 309 0.09 4.5 1.6 82 
습식20m!t 5.7 0.7 326 0.10 4.0 1.0 88 
건식 lOrψt 6.1 1.1 361 0.09 5.0 0.5 85 
무시용 5.1 1.1 360 0.11 2.0 1.5 77 

토양검정 결과 구간별 차이는 없으나 쇄석사 미분층이 토양표면에 형성되어 토양 

내 산소공급율이 낮아 뿌리의 초기발육상태 지연되었으나 논물 유지력은 다소 좋음 

5) 시험 농가 반웅 

생육상태 구분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물지닌 힘은 무시용구보다 좋았으며 

토양과 쇄석사 미분이 고루 섞이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98년도 재배성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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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경제성 검토 

1절. 쇄석사 생산 원가 분석 

1) 원 료 

가. 원 료 명 : 사암 및 실트스톤의 석분 

나. 원료입 도 -10m/m -13m/m 

다 . 입 도 분 포 +4.75m/m 26.35% 

-4.75m/m - +2.36m/m 28.75% 

-2.36m/m - +200# 36.65% 

-200#(75 μ 8.25%-

2) 시설능력 

가. 쇄석사 생산능력 : 160T/H(100m'/M) :t 10% 

나. 쇄석사 품질(제품) 

(1) 입 도 :4.75m/m - +200mesh( +200#) 

(2) FM : 2.6-3 .1 

(3) 쇄석사함수율 13 ::1: 1% 

(4) 씻기손실 : -3% 

다. 수처 리 능 력 375m'/H 

슬러 지 침 전능력 : 40T/H(MAX.60T/H) 

침 전 농 도 : 600-800G/L 

라. 슬러지탈수능력 : 21T/H(13m'/H) 수분함량 20% 

3) 설비가동조건 

가. 운전시간 : 10Hr/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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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비가동율 : 85%이상 

다. 월가동일수 : 25일 

4) 운전자원 

가. 전력 : 440V x 3Ø x 60HZ x 594KW (모터총동력) 

나. 보충수: 40-50m’/H 

다. 고분자웅집 제 (Flocculant)소모량 : 50-100g/t(스러 지 ) 

5) 년 간 생 산 량 : 250,OOOm’ 

6) 생산원가 

가.투자비 

구분 설비명 규격 수량 금액 

기초 
1식 100,000 

토목공사 

기계 셜비비 160t/h 1식 920.000 
전기 셜비비 1식 120.000 

생산설비 
전기 수전비 700kw 1식 38.000 
지하수 

개발비 
5Om;j 1식 20,000 

운전실， 
1식 50，αm 

기계실 

소계 ￥￥1.248.000 

운반장비 
페이로다 3.5m;J 1식 120.000 
소계 ￥￥120.αm 

건물(사무실， 
20평 1식 ￥￥10，아)() 

식당，숙소) 

기타공구류 1식 ￥￥5.000 

계 ￥￥1.383.000 

주) 산출기준 :(í) 수전온 한전 전주에서 100m. 700kw x 때v기준임 

단위 : 천원 

비고 

100m. 440v 

@ STOCK Pll..E(또는 HOPPER)까지 원석온 BELT CONV로 운반하는 것으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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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비 유지비 

구 분 

설비 소모품 

장비 소모품 수리비 
전기 설비 
유류， 윤활유 

약품(침강제) 

전력비 
공구비 

계 

주)(Ð 전기료 : 때￦싸w 
@ 약풍비 : 3500￦/kg 

단위 : 천원 

년간 소요 경비 비 고 

48.000 
30.000 
10.000 
20.000 
10.080 스러지 lton당 60g 기준 
46.500 465kw 620kw*75%로봄 
2.000 

짧175.580 

- 약품(고분자 용집제) : 스러지 1ton쳐리당 5O-100g 사용 
- 본 검토에서는 시간당 스러지가 16ton 발생하는 것으로 봉 

다. 생산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 원 월급료 년간총급여 비 고 

기계운전공 1.200 25.280 반장겸 
전기기사 1.200 25.잃O 

페이로더 기사 1.000 21.100 
계 3명 3.200 ￦71.660 

- 상여 금 : 월급여 x 80% x 400%/년 

- 퇴직금 : (본봉+상여금)/12+월급료 

- 년월차 수당 및 기타수당 포함 : 월급료 

- 시간외 수당 : 월급료의 130%로 계산합 

* 년간 총급여 = 월급료 x 130% x12 + 상여금 + 수당(급료1회분) +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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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년간 투자액 

구 분 항 S-1L 산출근거 ;n그. 액 

설비비 사용수명 10년 124.800 

감가상각비 
운반장비 사용수명 6년 20.000 
건물 사용수명 10년 1.000 
기타 사용수명 5년 2.000 

인건비 생산직 71.660 
유지비 176.580 

계 ￦396.040 

마 m3당 직접 생산원가 

m3당 생산원가 = 396，040，000뽑/250，αmm3 = 1，잃4￦1m3 

바. 오성산업 조골재 생산 원가 계산 (1996년도분) 

구 분 금 액(원) 수 량(m::!) 단 가(m::!당원) 

원석대 400.α)().OOO 1.675.000 238.81 
채석비 287.630.000 355.590 808.88 
크락싱비 227.602.000 355.590 640.07 
유류대 113.797.670 355.590 320.02 
전력비 89.114.704 355.590 껑0.61 

관리비 689.467.500 355.590 1938.94 
영업 외 비용 60αm’.75또5.680 355.590 170.86 
감가상각 518.583.391 355.590 1458.37 
총계 5.826.57 

사 m3당 생산원가 

(1) 직 접 생산원가 1，잃4원/m3 

(2) 원료(석분)대 3，000원/m3 석분원료대 3,000* 1.13=3，390원 

(쇄석사 m3당 원료 l .l3m3소요) 

(3) 판매 비 와 일 반관리 비 213，껑0，175원/년 -;-605,590m3=35t<> 

(조골재 355，590m3/년 + 쇄석사 25O，ooom3/년=605，590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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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 어음할인료 외) 

60，755，686원/년 -;- 605,590m3 = 100원 

(5) 투자금융이 자 165，960，000원 -;- 605,590m3 = 274원 

(6) m3당 총생산원가 5，7oo'3J원 

아. 생산원가에서 제외된 사항 

(1) 스러지 처리비용 

(2) 설치 부지 대금 

(3) 장비 보험료 

(4) Air Separator 및 Triple Roll기 구 입 비 

7) 생산원가검토 

산출된 원가는 원료의 조건과 시설용량 동을 감안하여 최대 생산가능량으 

로 산출하였으며 관리직의 인건비는 기존시설 운영과 병행함으로써 계산하 

지 않고 관리비로 가름하였으며， 단지 스러지 (Sluge) 폐기처리비는 계산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재활용 못하면 스러지 폐기처리비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원료대를 석분판매가인 3.000원 1m’올 쇄석사 m3 석분 113%소요됨으로 원 

료대 3，390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직접제조원가는 1 ，584원 1m' 이고 관리비가 96 

년도에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영업 외 비용 투자금유이자둥올 합한 것이 

439 ,965,861 원 으 로 이 것 올 조 골 재 355 ，590m3와 쇄 석 사 250 ，000m3를 합 한 

605 ，590m3로 나누면 m3당 726.50원이다. 따라서， 총 m3당 생산원가는 

5，700.50원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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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경째성 분석 

1) 쇄석사 사용시 레미콘의 원가절감 효과 

콘크리트 시험결과 재령 28일 강도가 낙동강사 100%보다 쇄석사 30% 혼 

합한 것이 강도 평균 34kg/c미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을 콘크리트 배합 설 

계 25-240-12의 시멘트 소요량 385kg 에서 강도 30kg/c며 저하는 25-210-12 

로 설계한 것과 같으므로 시멘트 소요량 352kg이므로 33kg 이 절감된다고 하 

겠다. 따라서 쇄석사 1m' 당 원가절감효과는 다음과 같다. 

• 시멘트 kg당 가격 : 52원 

• 낙동강사 m' 당 가격 : 6 ，700원 

· 레미콘 m' 당 모래 0.56m’소요 

• 레 미 콘 m' 당 쇄 석 사 소 요 량 : 0.56m' x 0.3=0.168m’ 

• 레미콘 m' 당 강모래 가격 : 3 ，752원 

• 시 벤트 절감액 : 33kg/C x 53원Ikg = 1 ，716원 

(쇄석사 O.168m' 의 절감액) 

• 쇄석사 m’당 절감효과는 1 ，716원 m’ 70.168m’ =10 ，214원 

강사 6，700원1m’+ 10，214원 1m' =16，914원1m' (쇄석사 m' 당 가치 액) 

즉 쇄석사 m' 값은 16.914원 1m' 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현 강사값과 

차액 10，214원의 이익올 레미콘회사와 쇄석사 공장이 같이 나누어 가진다면 

각각 5，1 07원이다. 즉 쇄석사 값은 자연사 값 6，700원과 쇄석사 사용으로 절 

감되는 가치 5，107원올 합한 11 ，807원이 쇄석사 m' 당 이론적 추정판매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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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 분석 검토 

96년 기준으로 오성에서 조골재 355 ，590m' 를 생산하는데 석분 -10m/m의 

발생량은 36%로써 약 128，012m' 가 산출된다. 이것올 쇄석사로 제조시 미분 

스러지 발생이 약 13%이며 쇄석사 생산가능량은 약 113 ，284m' 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원가 산출시 250 ，000m' 의 시설과 규모로 산출하였으므로 석분의 

약 159，488m’이 부족하다. 

이것은 조골재 또는 원석올 파쇄하던지， 인근 골재장에서 석분올 구입하여 

양올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쇄석사 생산원가는 m’ 당 5 ，700.50원이므 

로， 예상판매가 11 ，807원 1m' 이 되므로 6，1 06.50원1m’의 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년간 250，000m3생산시 조수익은 1 ，526 ，625，000원이라고 하겠다. 석분 

부족분 159，488m' 를 25m/ m 조골재 원료로 쇄석사를 생산하였올 때는 10% 

중량으로보아 조골재 144 ，989m3가 소요되고 원석대가 석분으로 환산하여 m3 

당 4，482원이고 석분원료대 3 ，390원올 뺀 원가는 2，310 .50원올 더한 생산원가 

는 8，295.50원 이 다. 

이 원가가 원석으로 쇄석사를 제조하는 원가이다. 그러므로 m' 당 이익은 

3，511.50원1m' 이 다. 

이와 같이 전량올 원석으로 쇄석사를 제조시 년간 조수익은 877，875 ，000원 

이다. 이와 같이 -10m/m의 석분으로 쇄석사 제조시는 약 15억 2천만원으로 

수익성이 더 높으며 골재원석올 채광하여 제조시에도 년간 약 8억 7천만원 

의 조수익올 올릴 수 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쇄석사 제조에는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실지 판매시 쇄석사 m3당 판매가격올 얼마 

로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올 좌우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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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제 언 

1. 국내의 쇄석사 생산에 관한 현지 조사 및 분석결과 66.6%에 해당하는 업체가 

조립율 및 입도분포에서 KS기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올 개선하 

기 위해서 원료 암석의 조직둥 물성 시험올 통하여 이에 적합한 파쇄 및 분급 

기를 선정 사용해야 할 것이다. 

2. 분급기의 성능 및 효율조사시험에서 Hydro Cyc10ne Type 의 Sand Unit가 

85.25-89.45%의 효율로서 가장 양호하였다. 그러나， 현재 골재업계에서 분급기 

로서 Spiral Classifier둥을 39%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들 분급 

기를 교체 개선이 시급하다. 

3. 공동연구업체에 셜치할 시험시셜은 습식시스템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파쇄기는 Rock on Rock Type 의 V.S.I인 Bannac Duopector, 분급기는 

Hydro Cyc10ne Type~ Sand Unit로 하고， 스러지 탈수기는 M.M.CO의 Filter 

Press가 처리용량이 많을 뿐 아니라 Cyc1타임도 20분 내외로 능률적이므로 

이들 기계를 설치할 것올 추천하는 바이다. 

4. 시셜용량은 160야π이 최소경재단위이며 가동율 85%로 볼때 년간 250，OOOm3를 

생산할 수 있다. 이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원료석분이 년간 287，500m3가 소요 

된다. 현재 석분발생량이 년간 128.000m3정도이므로 부족분은 주변의 석산에 

서 구입 사용해야 할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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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셜계통도에서 증산과 함께 입도분포， 조립율 및 업형판정실적율을 더 높이 

고저 할 때는 Triple Roll올 이용해서 습식 Vibrating Screw의 Over Size를 

재마광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쇄석사의 경제성올 재고하기 위해서는 스러지의 재활용으로 처리비를 절약하 

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발연구가 바람직하다. 

7. 스러지를 이용한 경량 기포콘크리트(A.L.C)개발이 실험에서 성공하였으나 일 

개 공장에서 전량올 사용코저 한다하더라도 년간 1O.000m3정도 발생되는 스 

러지를 전량 소화하지 못할 뿐아니라 공장 건설 셜비의 과다로 시장성둥의 

문제점이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8. 스러지의 농업용 활용시험에서 토양개량제로 효과가 있음이 중명되었고 또한 

스러지률 이용한 입단화로 상토(비료)개발 기초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 

으므로 이들올 농업에 활용하기위한 게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할뿐 아니라 그 

결과가 기대된다. 

9. 스러지 활용올 위하여 건식 상태의 미분을 일부 회수하여 아스콘 필터용으로 

활용 할 수 있으므로 석분에 Air Separator를 습식 Vibrating Screen앞에 셜치 

하여 건식과 습식분급 시스템올 검토 할 필요가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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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잠. 결 론 

1. 1996년 기준 국내 쇄석 조골재 생산시 발생하는 석분( -lOrrνm이하)량은 약 

1 ，700만m3이고 이중 쇄석사 원료로 사용되는 양은 약 820만m3로서 쇄석사 

생산량은 6，933천m3이며 이는 세골재 총수요량의 8%에 해당된다. 

2. 국내 쇄석사 제조시에 발생하는 년간 스러지량은 1.316천m3에 이르고 있다. 

3. 쇄석사 제조의 파쇄기종으로서 Rock on Rock Type 의 V.S.I가 파쇄 및 

입형 개선효과면에서 가장 우수하였으며 이 기종이 현재 국 H 사용기종중 약 

58.7%를 정하고 있다. 

4. 분급기는 Hydro Cyclon Type의 Sand Unit의 성능이 가장 좋으며 현재 

국내에서 50%가 이형의 분급기를 사용하고 있다. 

5. 국내에서 사용되는 분급기의 분급효율올 분석한 결과 Sand Unit는 평균 85.25 

에서 89.45%의 효율올 보이고，Spiral Classifier Drum형이 평균 73-74.7%, 

Open형이 76.8-78.7%이었다. Sand Unit중에서는 프랑스 M.S사 제품이 Master 

Sizer기기 분석에서 94.3% 사분법으로는 87.9%로 가장 좋은 효율올 보였다. 

6. 국내 쇄석사 생산시 스러지 발생량은 약 1.316.000rn3이고 이중 분급효율 저하 

로 스러지에 함유된 +74μm에서 30mesh까지의 세립사량이 약 215，OOOm3이다 

이것올 회수하기 위하여 분급효율올 높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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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쇄석사의 원료암석올 종류별로 현미경 조직검사와 X.R.D분석결과 원료암석으 

로서 결정질인 화강암이 조립율 및 입형판정실적율이 높고， 입혀이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나고 세립질이나 유리질 석기를 가진 암석인 현무암， 천매암， 

셰일동은 입형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올 보였다. 

8. 국내 쇄석사의 품질분석결과 비중 1개시료， 홉수율 1개시료， 입형판정실적율 7 

개시료， 씻기손실량은 1개시료가 규정치 이하로 나타났고 그외는 KS기준치 

이상이며 입도분포 및 조립율에서 33.4%가 KSF 2또8규정치를 만족시키고 

66.6%는 불량으로 나타났다. 

9. 사암과 이에 협재되어 있는 실트암 석분(-1αψm)으로 쇄석사 제조시험을 

습식2회 건식 2회 실시 한 결과 습식 쇄석사는 업형판정실적율이 56.9%에서 

57.9%, 조립율은 2.86-3.36, 그리고， 씻기손실량은 1.0- 1.4%로 만들 수 있었으 

며 건식은 입형판정실적율 53.8-58.7%, 조립율 3.16-3.27, 씻기손실량 1.8-5.5% 

로만들 수 있었다. 

10. 조사분석 및 실험결과를 종합검토결과 시험시설올 습식시스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비기종으로서 파쇄기는 V.S .I Rock on Rock Type의 Barrnac 

Duopector, 분급기는 Hydro Cyclone의 Sand Unit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11. 원료 석분을 시간당 16Ot/hr 처리 규모로 하여 가동율 85%로 볼때 년간 약 

250，OOOm3의 쇄석사를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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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당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폐기스러지를 활용한 경량기포콘크리트(A.L.C)제조법올 개발하였으며， 이 제품 

은 보온， 단열， 경량 건자재로 매우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증명 되었다. 

14. 미분스러지를 농업용으로 이용 가능성 검토 기초시험에서 스러지는 다량의 Ca 

를 함유하고， pH 8.5인 알칼리성으로서 산성토양의 개량제로 효과가 입증되었고 

토양환경 보전규정에 의한 화학분석 결과에서도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한 사질답의 물빠짐 억제 효파가 높다는 것올 알았다. 그러나 계속적인 시험연 

구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15. 미분 스러지 활용올 위하여 Air Separator를 설치하여 미분 제거를 건식과 

습식의 분급시스댐올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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