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97(C)-37 

R좌究報告書(KIGAM Re않arch Re뼈) 

동많-지역 함티탄철석의 선광 및 활용 경제성 연구 

Studies on Minera1 Processing of Ilmenite Ore 
in Hadong area and its Economica1 Eva1uation 

韓國資 j原昭究所
Korea Institute of Geol얘y . Mining & Materials 



하동지역 함티탄 철석의 선광 및 활용 경제성 연구 

양정일l 전호석/ 김상배/ 조건준/ 최연호/ 신희영/ 황선국/ 배광환 조성백/ 고상모 

Studies on Mineral Processing of Ilmenite Ore 

in Hadong area and its Economical Evaluation 

Yang Jung-Il, Jeon Ho-Seok, Kim S따19-Bae， 다10 Keon-Joon, α10i Yeon-Ho, 

S비n Hee-Young, Hwang Seon-I<;∞k， Bae Kwang-Hyun, 01.0 동ong-Baek， Ko 닮ng-Mo 

Summary 

1. Subject 

Studies on Mineral Processing of Ilmenite Ore in Hadong area and its 

Economical Evaluation 

11. Objective of the Study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develope an optimum processing 

technology for recoveη of ilmenite concentrates from low grade Ti bearing 

ore reserved in Hadong, Kyung-sang r、Jam-do. Especially, the ilmenite 

concentrate should have grade for the use of either protection of hearth 

refractories' erosion or Ti refining. According to the result on technology 

development, economical evaluation will be also implemented for obtaining 

the data, which is necessary for erection of mill plant in the future . 



m. Scope and Content of the Study 

a) Study on chemical composition and mineral properties 

b) Study on dry separation technology for recovery of Ti bearing minerals 

from the low grade ore(Gravity separation, Magnetic separation, etc.) 

c) Study on wet separation technology for recovery of Ti bearing minerals 

(Gravity separation, Magnetic separation, Flotation, etc.) 

d) Basic study on the utilization of mother rock(anorthite)and tailings obtained 

from process of Ti minerals' treatmen t. 

N. Result of the Study 

1. The result on chemical analysis shows that the head ore contains 5.38% 

Ti02 and 18.45%Fe, respectively . Based on the result of mineralogical analysis, 

the head ore consists of ilmenite, magnetite, hematite, and gangue minerals 

such as hornblend, amphibole, quartz, kaolin, and etc. . Especially, most of 

i1menite is finely disseminated by gangue minerals. This may cause very poor 

liberation in the separation process. 

2. The resuJts on tests of crushing and screening show that the ilmenite 

particles are mainJy distributed in intermediate fractions while the particles of 

gangue mineraJs such as feldspar, hornblend, kaolin are distributed in fine 

fractions. In fact, the ilmenite particIes are not concentrated in certain fractions . 

This is due to the poor Iiberation of ilmenite particIe from the other minerals. 

3. For the gravity separation, shaking table concentrator was used. 

Optimum operating conditions are 11 Q jmin water feed rate, 250gjmin. ore 

feed rate and particle size of feed having 65mesh. The result show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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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menite concentrate containing 44.20% Ti02 is obtained with 39.35% recovery. 

The result on microscopic analysis of the ilmenite concentrate shows that it 

stiIl consists of garnet, magnetite and chlorite, which are on similar range of 

specific gravity. 50, the ilmenite concentrate should be further treated in order 

to get higher grade of more than 50% Ti02. If the ilmenite concentrate 

includes Middling 2 product, the ilmenite concentrate having 19.76% Ti02 and 

40.90% Fe203 is recovered with 75.88% recovery, at 35mesh grinding. The 

grade of the ilmenite concentrate is too enough for the use of protecting the 

erosion of hearth refractories. 

4. For the magnetic separation test, Cross Belt Magnetic Separator was 

used. The result on magnetic separation shows similar trend with when using 

Rare Earth Magnetic Separator. The best operating conditions are as 

followings, 20A magnetic intensity, 20gjmin feed rate, desliming of minus 

200mesh and 20mesh grinding. At that time, the result shows that ilmenite 

concentrate of 17.54% Ti02 is obtained with 67.43% recovery . 

5. In order to obtain the high grade ilmenite concentrate, combination 

process of gravity separation and magnetic separation was applied. The 

concentrate of heavy minerals obtained by using Table concentrator were 

separated again by using Cross Belt type Magnetic 5eparator. Based on result 

of the combination separation test, it shows that the ilmenite concentrate 

containing 47.80% Ti02 and 35.71% Fe is obtained with 24.90% recovery. It 

should be further studied in order to get higher quality ilmenite concentrate. 

6. As for increasing the added value of the ilmenite ore, a supplementary 

research was implemer ;t2d to dcvelopι th t: ε니u: ;:;!ogy Íor utiliz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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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rthite which is a mother rock of the ilmenite ore. In the test, anorthite is 

transfered to the light weight material by adopting the process of crushing

grinding-mixing-aeration-briquetting-drying and firing. The result on the test 

shows that the proto ηpe light weight material having about 80% porosity 

뻐d about 80-100Jßll dia. of pore is made. Because the porous light weight 

material has three dimensional sieve structure, it can be used as materials for 

heat isolator, filtering media, adsorption agent, and etc .. 

7. Finally, the second year research will be performed to develope further 

advanced processing technology to recover high quality ilmenite concentrate. 

And basic economics of the ore deposit will be evaluated. 

v. Expective effect and applying Plan 

1. Effect of technology development 

• To establish an optimum processing technology for recovery of ilmenite 

concentrate from low grade Ti bearing ore 

• To establish the utilization technology of subsidiary minerals, ie. anorthite 

2. Effects of economic and social impacts 

• To broaden the utilization of domestic undeveloped Ti bearing mineral 

resources 

• To provide technical data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policy 

3. Applying plan 

• To transfer the processing technology to the company owned the mine 

(KDR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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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료르 
‘-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중 9번째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티타늄 

은 고강도r 내고온/ 내저온I 내부식성 또는 고백색도/ 고반사특성동의 여러 가지 

공업적 특성 때문에 각종합금산업 또는 정밀화학과 여러 가지 공업적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될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티타늄 광산은 '96년도를 기준하여 총수요량이 

약 49만톤이며 이중 국내생산이 약 39만톤/ 수입물량이 약 68，000톤정도를 차지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티타늄 광물들은 주로 경기 연천 

및 연평지역에서 생산하여 포항제철소 용광로벽 보호재로서 이용될 뿐이며 각 

종 정밀화학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티타늄원료는 해외 

에서 티탄철광 정광을 수입하여 부가가치 상품을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 

이다. 특히 이러한 경기지역들은 매장량 및 개발 여건이 차츰 양호하지 못할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자원연구소는 이미 지난 1990년경부터 경상남도 하동-산청지역에 광범 

위하게 분포된 회장암체 중에 함티탄철석이 매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일단계 

로 본 지역에 대한 광상조사를 실시 (KR-91-2D-1)하였으며 특히 해당지역에서 채 

취한 코아시료를 자원활용 · 소재 연구부에 칸단한 선광 방법에 의하여 품위향 

상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 더욱이 1996년 11월 27일자 국내 각 일간지 및 

지방신문을 통하여 해당지역내의 약 20억톤의 티탄철석이 매장되어 있음을 크 

게 보도한바 있다. 

이에따라 통상산업부에서는 해당지역의 티탄철광 매장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해당지역내에 매장된 티탄철광의 경우 선광처리 가 

능성 및 경제성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13일자 공문을 통하여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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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연구과제로 수행하게 되었다. 

본연구에서는 1차로 해당지역내의 티탄철광에 대한 광물학적 특성을 규명하 

고/ 파쇄-분쇄-마광기술 개발과 티탄철광 정광회수를 위한 비중선별/ 자력선별I 

부유선별동 각종 건식 및 습식 선별방법둥 기초적인 기술개발연구를 시도하였 

다. 더욱이 2차， 3차 단계에서는 티탄 철광의 최적 처리기술 및 공정 둥을 수립 

하고 이를 산업화가 가능할 경우 산업화로 유도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케 될 

것이다. 

특히 y 티탄 철광을 배태하고 있는 암석광물은 회장석으로서 그 매장량이 수 

십억톤에 달하므로 이에 대한 부수적인 활용기술개발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되어， 1차로 회장석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도 위탁연구를 통해서 시도하 

게 되었다. 따라서 해당지역내의 티탄철광을 경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는 티 

탄철광뿐만 아니라 수반되는 암석까지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본 연구 

를 추진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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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티 타늄 광물의 개론 

채 1 절 티타늄 광물의 일반현황 및 특성 

1-1 이용빼결 

티타늄(Ti)은 그것의 백색도I 높은 반사특성/ 밥은 분사특성 때문에 오랜동안 

Ti백색분말의 형태로서 페인트/ 제지/ 고무/ 플라스틱 및 기타 산업의 백색안료 

로서 중요하게 사용되어 왔다. 더욱이 금속 티타늄은 고강도/ 내고온y 내저온y 

내부식 I 무독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초음속 항공기/ 우주왕복선， 잠수함의 몸 

체동에 중요한 합금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공치아r 인공관절동의 재료로도 

이용되고 있다. 그밖에 용접봉/ 전자요업용/ 석유화학공업용 등으로 널리 사용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티타늄의 광범위한 용도로 많이 이용되는 티타늄 성분함유 

광물은 금홍석 (Rutile)으로서， Ti02 성분의 이론치 함량이 100%정도이나 본연구 

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티탄철광(Ilmenite; FeO . TiO상은 Ti02 성분의 이론치 함 

량이 약 53%정도이며/ 그밖에 Ti성분과 Fe성분이 고용체상태로 함유되어 있어/ 

그 사용 벙위가 다소 제한되 있다고 볼 수 있다. 티탄철광은 Ti(S04)2 의 형태로 

화학적 변환 후/ 다시금 Ti02상태로 처리하여 백색안료/ 전자요업용 또는 금속 

Ti원료로 이용되고 있다. 

1-2 훌물의 톡성 

Ti02 성분을 1%이상 함유한 천연광물로는 140여종이며 그중 몇가지 광물 

류는 다음 Table 1과 같으나/ 공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광물류는 10여종/ 주로 

낀
 



주요 공업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광물류는 다음 Table 2에 기재한 금홍석과 티 

탄철광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금홍석과 티탄철광의 광물학적 특성은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1. Ti bearing Natural Minerals 

Minerals CheIIÚcal Composition 

Rutile Ti02 (contains Fe, Nb, Ta, V, Sn, Cr s이id s이ution) 

Ilmenite FeTiÜ:3 (often Fe 3+ , Mη 2+ , Mg) 

Anatase Ti02 

Davidite (FeμCe， La)2 πi， Fe, Cr, V)S 0 12 

Ge인ikie리lite MgTi03 

Pseudobrookite Fe ~ +Ti 0 5 

Nb-Rutile (Fe)Mη) 캅 y ( Nb은 Ta) 앓 Ti 량 (3x +y) 0 4 - y 

Freudenbergite (Na,K)2(Ti,Nb )6(Fe，Si)2(O，O데18 

HogboIIÚte (Fe,Mg)6(Al,F e )16 TiÜ:32 

Table 2. 다lemical Compositions of Rutile and Ilmenite. 

Minerals Tiα(%) FeO(%) Fe203(%) Cr2Û3(%) MnO(%) 

Rutile 96.20 0.37 0.18 0.005 

Ilmenite 54.57 25.15 16.34 0.04 1.67 

Minerals Si02(%) CaO(%) MgO(%) P20 s(%) V20S(%) 

Rutile 0.80 O.ffi 0.02 0.002 0.61 

Ilmenite 0.53 0.30 0.32 0.13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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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ineralogical Property of Rutile and Ilmenite 

Minerals S.G. Hardness 
Crystal 

Form Color 
System 

Rutile 4.18-4.25 6-6.5 Tetragonal Prism R,Br,Y,Bl,Bk 

Ilmenite 4.7-4.8 5-6 Hexagon매 
Sheet, 

Br, BrBl 
Granular 

특히/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티탄철광은 암석광상이거나 사광상에 부 

폰되어 있어I 이들 중에 수반된 불순광물들을 제거할 때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 

러한 부존 티탄철광 정광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 Table 4 및 Table 5 

와같다. 

깅
 



Table 4. Grade of Ilmenite Concentrate by Country 

India 

Components 
N야way 

Manava- Stavanger 
Quilon 다lavara 

lakuricki 

TiOz 60.4 6O.æ 54.0 44.40 

F~03 24.9 24.77 17.0 12.44 

FeO 8.7 9.67 23.0 34.00 

Ah03 1.3 

MnO 0.44 0.47 0.40 0.3 

Cao 0.05 

Mg。 0.73 3.55 

Cr20 3 0.08 0.08 0.05 0.01 

V20s 0.05 0.20 0.18 0.175 

zr02 0.76 0.83 

S 

pρ5 0.2 0.19 0.22 0.015 

Si02 0.76 0.71 1.18 3.79 

Hρ* 1.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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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rade of Ilrnenite Concentrate by Country 

u. S. A. 

Cornponents Brazil Austalia 

Florida Tahawus 

TiOz 57.5 44.5 48.3 52.12 

Fez03 24.6 5.2 16.6 16.65 

FeO 12.3 39.1 32.4 29.04 

Alz03 1.24 3.0 0.3 

MnO 0.3 0.6 1.61 

CaO 0.04 1.0 0.1 피l 

MgO 2.0 0.1 0.28 

Crz03 0.15 0.5 0.04 

VzOs 0.10 0.06 0.14 

zrOz 0.1 

S 0.01 0.10 

PzOs 0.03 0.01 

SiOz 2.14 3.0 1.4 0.18 

HzO 

π
 
“ 



Table 4 및 Table 5에서 보는바와 같이 티탄철광 정광들의 품위가 각광물의 

특성상 국가별/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티탄철광 정광품위를 기준하여 하동지역 티탄철광석에 

대한 선광방법 및 공정들을 연구할 계획이다. 

1-3 용도벌 목청 

원소주기율표 1V B족에 속하며， 원자순서22번r 원자질량47.30인 티타늄은 

융점이 l ,660'C , 끓는점이 3,302'C , 밀도4.505g/ c며(25 'C)를 갖고 있으며 미립자는 

폭발성이며， 0강 N강 H2를 강력히 홉수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티타늄과 그의 

합금은 밀도가 낮으며 고강도/ 내고온/ 내저온/ 내부식성/ 무독성/ 기체흡수성/ 

초전도체 성질 둥을 갖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공업분야의 원료로서 사용되고 

있다. 

1. 철강공업 : 탈 02, N2, (야금제거용) 함 Ti합금강， Cr-18Ni-9Ti등 Ti-Fe 합금/ 

경질합금 

2. 석유화학공업 : 내부식용기I 내반응기I 열교환기y 증류탑l 펌프 

3. 로켓산업 : 연료/ 산화제의 저장기/ 고압용기 

4. 항공공업 : 분기식 발동기/ 우주비행선/ 위성결구재료 

5. 선박공업 : 잠수함/ 쾌속함I 방어어뢰 정본체/ 날개/ 축/ 추진기 

6. 무기공업 : Ti모자/ 자동소총/ 기관박격포좌판/ 통과 발사관I 경형 장갑차 

7. 초전도체 함금재료 : 50% Ti, 50%Nb 

8. 전기분해， 도금 : 흑연전극을 대체함 

9. 의약 : 의료설비 r 인조뼈/ 체외내장/ 척추교정 

10. 전기공업 : 아크동/ 램프둥I 기체홉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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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티탄 백분(白紹)으로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용도를 갖고 있다. 

1 도료공업 : 페인트/ 안료 

2. 제지 : 고급첨가제 

3 인쇄 : 고급인쇄 페인트 

4. 합성섬유공업 : 소광제 

5. 인조피혁공업 : 안료/ 첨가제 

6. 고무공업 : 고급안료 

7. 수지공업 : 불투명제 

8. 도자기공업 : Ti도자기 주요원료 

9. 인조보석공업 : 원료 

10. 석유공업 :V 촉매의 휴대체 

11. 제련공업 : 고온합금/ 경질합금， 금속Ti， Ti-Fe 

12. 전기용접 공업 : 부재료 

13. 화장품공업 : 고급 화장품원료 

1-4 쳐리방법 

Ti02 성분을 1%이상 함유한 천연광물류는 지각중에 140여종 정도이나y 실 

제로 산업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티타늄 광물로는 금홍석과 티타철광 정도임을 

앞에서 언급한바 있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이들 티타늄 광물들의 부폰된 

형태 또는 수반된 부성분광물들의 종류에 따라 각각 나름대로의 이용 방법을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다. 

티타늄 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광처리를 하여 어느 정도 Ti02 

성분을 농축하여야 하며/ 티타늄 정광 산물을 가지고 다시금 제련 및 정련처리 

낀
 



하여 금속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Ti02 분말원료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티타늄 광물의 대표적인 이용 방법 

을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티타늄 광물이 부폰된 상태는 주로 사광상에 부존되지만/ 일부 맥상(괴 

상)으로 부존되어 있으므로 광물의 부존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2가지 종류의 

대표적인 선광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다음 Fig. 1은 호주의 RZM회사에서 금홍 

석과 티탄철광을 사광상중에 함유된 지르콘/ 모나자이트동 희토류광물들과 분리 

회수하는 대표적인 선광처리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선광처리공정에서 주요 처 

리 기술은 사분f 비중선별y 자력선별/ 탈수동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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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맥석광상에 부존된 금홍석과 티탄철광의 전형적인 선광처리방법은 아 

프리카의 Umgabala 선광공장의 조업계통으로서 다음 Fig. 2와 같다. 

concentrate Tail 

Vib. Screen 

+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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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Fig. 2에 나타난 티타늄 광물의 선광처리 공정은 맥상광상중에서 티타 

늄광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우선 광석을 파쇄-분쇄-마광하여 각 광물들을 단체분 

리 시키고/ 단체분리된 티타늄광물들을 비중선별과 부유선별로 회수한 후/ 이를 

건조하여 자력선별 및 정전선별함으로서 금홍석정광과 타탄철광 정광을 회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정광산물을 가지고 제련하여 실제로 각 산업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티타 

늄 원료중 1단계로서 티타늄 테트라 크로라이드 원료 생산 공정을 다음 Fig. 3 

에 나타내었다. 

” 
ι
 



Ti slag(Soreslag) 

Iron Sulfate 

<Sulfate process> 

Titanium 

Hydr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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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sheet of Producton of Ti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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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에 나타낸 공정도에서 본바와 같이 티타늄 광물정광이 1차로 TiCl4 

의 형태로 바뀌며 TiCl4 원료로부터 다시금 환원 및 진공분리등의 처리공정을 

거쳐서 티타늄 금속 또는 산화티타늄 분말등 고급공업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공정도는 다음 Fig. 4에 기재하였다. 

Ti powder 

Electro winning 

Mg crust 

Fig. 4 Process for Recoveries of Ti02 Powder and Ti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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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티타늄 광물자원 현황 

티타늄광물의 세계적 매장량은 다음 Fig. 5와 같이 약 10억톤 정도이나/ 실 

제로 티타늄을 개발하는 나라 기준으로는 약 4.45억톤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세계적 티타늄광물 매장량의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 Table 6과 같다. Table 6의 

자료에 의하면 주요 보유 국가들은 호주/ 브라질/ 인도/ 스리랑카/ 미국/ 캐나다 

등을 들 수있다. 

world reserve 

base 

evaluated in 

this study resource 

Fig. 5 Estimates of World Titanium Resources 

(million-metric tons of Ti02) 

X 

μ
 



Table 6. Summary of Titanium Resources (Jan.1985φ ) 

Ore-sand Contained Ti02 
106 mt 106 mt Av TiOzQ) 

Country 
grade, wt% 

stra∞d I Inferred Infeπedφ 
strated 

NORTH AMERICA 

United states: 
Rutile 1.4 Unk 0.24 
Ilmenite 1705 223 39.5 8.9 2.33 
leucoxene 1.0 Unk 0.15 
Canad:Ilmenite 239 114 72.8 8.8 30.46 

Total or av 1944 337 114.7 17.7 5.90 

SOUTH AMERICA 

Brazil 

Anatase 84.5 36.8 18.12 

Rutile 605 669 1 0.5 0.11 

Ilmennite 
17.7 19.4 12.78 

Total or av 605 669 102.3 56.7 16.91 

EUROPE 

Fin1and: I1mennite 9 19 1.2 2.6 13.50 
ltaly: 

Rutile 
473 400 

20.7 17.5 4.37 
Ilmenite 8.5 7.2 1.79 

Norway:Ilmenite 492 Unk 88.5 Unk 18.00 

Total or av 974 419 118.9 27.3 12.21 

ASIA 

India 
Rutile 4.3 2.4 0.89 
Ilmenite 483 455 30.0 41.6 6.21 
leucoxene 0.6 Unk 0.27 

Sri la따‘a 
Rutile 

65 Unk 
0.8 Unk 1.17 

Ilmenite 3.7 Unk 5.69 

Total or av 548 455 39.4 44.0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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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Ore-sand Contained Ti02 
106 mt 106 mt Av Ti02 

Country 

dsetmraotend- | | Ir따red dsetmraotend- 1 | I따eπ어 grade, wt% 

AFRICA 

Sierra Leone :Rutile 120 17 1.9 0.3 1.61 
South Africa Rep. of 

Rutile 
655 1，않8 

2.2 5.1 0.33 
Ilmenite 14.9 35.1 2.28 

total or av 775 1,555 19.0 40.5 2.45 

OCEANIA 

AustraliaCEast coast) 
Rutile 

3,048 1461 
6.9 4.7 0.23 

Ilmenite 11.7 4.4 0.38 
Australia(West coast) 

Rutile 2.8 2.8 0.52 
Ilmenite 578 813 23.4 70.9 4.05 
Leucoxene 2.0 1.0 0.37 

New zealand 
Rutile 

73 924 
0.1 0.9 0.09 

Ilmenite 3.4 42.5 4.60 

total or av 3,699 3,198 50.3 127.2 1.36 

Grand Total or av 8.545 6.633 444.6 313.4 5.17 

Total by commodity 
Rutile U따〈 Unk 4l.2 34.2 U파〈 

Ilmenite Unk Unk 315.3 241.4 Unk 
leucoxene Unk Unk 3.6 1.0 Unk 
Anatase U따〈 Unk 84.5 36.8 Unk 

Unk Unknown. 

CD In situ resources. 

@ Inferred comtained Ti02 tonnage nor nacessarily based on the lidted 

demonstrated grade and therefore cannot be calculated from the 

average Ti02 grade 

카
 



@ Represens demonstrated level resource grade. The total average Ti02 

grade for each region ix a weighted averags of all titanium minerals 

from that region. Not all deposits in each region contain each titanium 

mineral; therefore, calculation of contained Ti02 from the demonstrated 

tonnage and the average grade is not possible for all regions. 

특히 이들 국가 중/ 티타늄광물 생산업체별로 광상의 현황y 채광방법/ 선광 

방법 및 생산하는 각 정광산물에 관한 사항둥을 다음 Table 7에 인용하였다. 특 

히 본 과제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형태의 맥상(hard rock type)광상중에서 티탄 

철정광을 회수하는 회사는 54개중 불과 4개 정도로 극히 적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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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ates on Production of Ti bearing Minerals 

Country and Ownership Current Dtyeppeo-slt m huertlhinogd m hfeiltlhlnogd R여ucts3 property Status 

AUSTRALIA 

New South Wales 

Bridge Hill Ridge Mineral Deposits Ltd P PL Dredging 
Magnetic- Elec-

R.I.Z σostatics(M-E) 

Evans Head State of New EXP PL do do R.I.Z south wales 

Munmorah 
Associated PP PL do do R.I.Z, RE Minerals console Ltd 

Stockton Bright Min앙al Deposits Ltd EXP PL do do R.I.Z 

Tomago Sand pits 
R Z Mines P PL do do R.I.Z (Newcastle) Ltd 

Yuraygir State of new South WaJes PP PL do do R.I.Z National Park 

Queensland: Federal Government 

Agnes Waters 

Cooloola iMineral Deposits Ltd 
EXP PL do do R.I.Z 
pp do do R.I.Z, RE 

State of queensland and 
Curtis Island federal government 

Fraser Island Mu따1Yores Holdings Ltd EXP PL do do I.R.Fe.2 I 

Gladstone 
Murphyores Dillingham PP PL do do R.I.Z RE l'vIainlalld 

Moreton Island Murphyores EXP PL do do I.R.Fe.Z (MDL) Holdings Ltd 

Moreton IsJand hMIuinmerhaylor DeseP HOSoI1tdsm Lgstd L띠 EXP PL do do R. I. Z (Murphyores) EXP PL do d。

North Consolidated Rutile Ltd EXP PL do do R.I.Z, RE Stradbroke lsland 

Western Australia L 

Allied Eneabba 
E.I. du Pont de P PL Strip do RLL.Z 
N밍nours and others level RE 

Austrlind Associaκrl l\IlineraJ s cαlso1e EXP PL Ground do L R.L. 
sluicing Z. 

Barrambie Ferrovanadium Corp EXP HR Open pit magneticlÐ S. Fe 

CabJe Sands Katgleen Investments P PL Dredging M-E R.I.Z RE 

- 39 -



(continued) 

Counσyand Ownership Current Deposit Mining mmmg 
Products3 

property Status type2 method method 

Capel 
Associated Minerals P PL do do 

1.R.L.SR. 
console RE 

Cataby 
Metals Exploration-

EXP PL do do (O) R.LZ. RE Alliance Minerals 

Eneabba 
Associated Minerals P PL do doψ I,R,L, S ,R 
console Ltd. .RE 

Gingin 
Westralian 

PL do do Sands-Lennald Oil EXP R.1.L.Z 

Jurlen 
Bay, Cooljarloo 

Ti02 Corpration NL DEV PL do do I.R.L.Z. RE 

North Capel 
Westralian’ P PL do doψ 1.R.L.Z. RE 
Tioxide.Ishirara 

Scott River State of westem 
EXP PL do do LR.L.Z 

austσr떠alia 

Y oganup Extended Westr외1없1， 
P PL Open pit doψ LR.L.l. RE 

Boyanup, tutunup Tioxide,Ishirara 

BRAZIL: 

Bananeira Mineracao llaqui EXP HR Open pit Flotation A 

Camaratuba Titanio do Brazil P PL Strip M-E R.1.Z level 

Campo Alegre Cia Bahina de EXP HR Open pit d。ψ S Fe de 1ρurdes Pesquisa M 

CataJao Metals de Goiasfertil DEV HR do Flotation A 

Tapira Cia. Vale do Rio Doce DEV HR 
Strip do A level 

CANADA 

AJlard L와(e 
QIT-Fer Et 

P HR Open pit M-E S. Fe 
Tiane(SOHIO) 

Pin-rounge L와æ 
laurentian 

EXP HR do do<D S. Fe Titanium Mines 

FINLAND:Otanm킹이 Rautaruukki Oy P HR 
Sublevel Flotation 1. Fe. 0 stopmg 

INDIA: 

Chavara(IREL) india Rare Earth,Ltd P PL Strip M-E R.1.L.Z. RE level 

Chavara(KMML) KeralaMinerals 
and MetaJs 

P PL Dredging do R.1.L.Z. RE 

Manavalakurichi india Rare Earth ,Ltd P PL Strip do (O) 
I,R,S ,R,Z 

level RE 
-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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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Country and prope!ty Ownership Current Deposit Mining mmmg 
Products3 

Status type2 method method 

Orissa-Chatrapur do P PL Dredging doæ 1,RZRESR 

IT AL Y: Piampaludo Mineraria 1ta1iana Spa EXP HR 
Strip Flotation R,1,G 

Milan hillside 

NEW ZEALAND: 
Fletcher- Cha11enge Ltd PL Dredging M-Eæ 1,R,S,R,Z, 

Barrytown EXP RE 

NORWA Y:Tellnes Titania(NL Industries) P HR Open pit 
Gravityψ 

1,S , Fe, 0 
and Tyssedal and KSI(DNN Ir닙ustIy) Flotation 

SieπaL∞ne Sierra Ruile (NORD P PL Open pit M-E R 
Mogbwemo Resources) 

South Africa, Repu Q1T, Union Corp, 
P PL Dredging do(J) S,R, Fe, Z 

blic of Richard ’ s Bay IDL, others 

Sri Lanka : Ceylon Minera1 Stands P PL Open pit do 1, R, Z, RE 
Pulmodda1 corp( Government) 

UN1TED STATES: 

Arkansas: Magnet Nurnerous private PP HR Dredging do R Cove owner 

Ca1ifomia:lone 
North American 

(7) PL do Magnetic 1 ,Z 
Refracαtory 

Colorado: Powderhom Buttes Gas and Oil EXP HR do M-E P, RE 

Florida 

Green Cove Springs Associsted Mineral Ltd P PL do d。 R,I,L,Z, RE 

Highland Operation 
E 1 du Pont de P 
Nemours 

PL do do M, Z 

Trail ridge do P PL do do M, Z Operation 

Georgio: 

Brunswick- Union Camp 
EXP PL do do M, R,Z, RE 

Altamaha Corporation 

Curnberland island U.S. nationa1 Park EXP PL d。 do M, Z 
Service 

new ]ersey : 
ASARCO PP PL do do I Manchester 

Newyork: Maclntyre 
Dev 

N L indusσles (8) HR Open pit Flotation 1, Fe 

United states-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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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Countrγ and pr야xrty Ownership Current Deposit Mining mmmg 
Products3 

Status type2 method method 

North carolina: 

N L Industries N L Indus띠es EXP PL Open pit M- E 

Okl삶lOma: 

Otter Creek Valley Numerous private EXP PL Placer magnetic owners mmmg 

Tennessee 

Silica Mine Tennes뚱~ Silicca sand o PL O야n pit M-E I,RL,Z,O,RE 

Oak Grove Ethyl Corporation EXP PL Dredging do I,R,L,Z, RE 

Virginia: 

BF Camden private ownership PP HR O야n plt do 
Anomaly 

Piney River s.u. Wilcens,Jr EXP HR Open pit Flotation 

Wyoming Iron Rocky, Mountain EXP HR Open pit Gravity- S, Fe Mountain Energy Anaconda magnetic 

CD PRD, producer ; PP, past product; DEV, developing deposit; EXP, explored 

prospect. 

@ PL, placer(or sand); HR, hard rock 

@ The first product listed was assurned to be the prirnaπ prod uct for the 

study. R,rutile concentrate ;Fe, Iron, rnagnetite, or pig iron; 1, ilrnenite 

concentrate; L, leucoxine concentrate; 5, titaniurn dlag; 5R, sybthetic 

rutile concentrate; A, anatase concentrate; RE, rare-earth oxide concentrate 

(rnonazite); G, garnet; 0 , other rniscellaneous(sulfides, precious rnetals, 
vanadiurn, pyrite, etc.). 

@ After benefication, the ilrnenite conCE?ntrate is srnelted in an electric furnace. 

@ After benefication, sorne or all of the ilrnenite concentrates is further 

upgraded in an synthetic rutile plan t. 

@ Will be producing synthetic rutile also, starting 1987. 

G) Products of xilica dand, but not heavy rninerals. Assurned as explored 

prospect for 디id study. 

@ Presently only prod~.lCing a rnagnetic concen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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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우리나라 티타늄광물 매장 및 생산현황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우 

선 우리나라의 티타늄광물로서 산업화가 가능한 금홍석 계통의 광상은 거의 없 

는 형편이고y 대부분 티탄철광 계통의 티타늄 광물이 사광상 또는 맥광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통상산업부 자료에 의하면 티탄철광은 약 7.6백만톤 정도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량의 티타늄광물들이 주로 사광상중에 널리 분포되 

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들 사광상으로부터 티타늄광물을 생산하 

는예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암맥상에 수반되는 티탄철광은 연평도와 연천지역 

에 각각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현재는 동원광업소에서 이를 개발하여 다음 

Table 8과 같이 많은양을 채광하여 간단한 처리방법으로 선광하고/ 이를 포항제 

철소의 용광로벽 보호재로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티타늄 

광물 수급현황은 다음 Table 9와 같다. 

그러나 본과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티탄철광은 경남 하동지역에 대량 매장되 

어 있는 티탄철광으로서 연평 또는 연천지역의 티탄철광에 비해 광물수반특성 

이 크게 다르므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광처리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따라 

서 본지역의 광상의 특성 및 광물의 특성은 다음 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Table 8. Ilmenite Production in Korea 
(Unit : Ton) 

Area 1992 1993 1994 1995 1996 

Yon-pyong 259,779 256,690 255,200 342,040 288,940 234,400 320,026 

Yoncheon 90,662 98,040 92,840 I 없，160 71,324 77,176 69,966 

- 43 -



Table 9. Supply and Production of Titaniurn Minerals(1996) 
(Unit : ton) 

Total Domestic Domestic 
Remainings 

Export Stock Irnport in Previous 
Supply Supply Production 

year 

492,112 420,863 59,920 11,328 389,992 68,602 3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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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료 및 실험방법 

제 1 절 시료의 특성 

1-1. 확학분석 

본 실험에 사용된 티타늄 광석은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 위치한 하동티탄 

광산으로부터 채취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지역에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저 

품위 (Ti02 함량 4.0-6.7%) 티타늄광에 대한 정제 연구를 수행하므로써/ 처리법 

에 따른 정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각 용도에 적합한 Ti0 2 품위의 산물을 경제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선별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금년 연구에서는 제철 

소 노벽보호제 (Ti02 18.5%이상)에 적합한 품위 및 티타늄광 제련에 적합한 품위 

(Ti02 52% 이상)의 정광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후 

티타늄광 개발에 필수적인 경제성을 명가하고자 한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Ti02 함량 및 기타 맥석광물들에 대한 화학조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습식 및 ICP 발광분석법을 수행하였으며 / 이에대한 분석결과 

는 Table 10에 나타내었다. 

Table 10. Chemical Analysis of Raw Sample. 

Chemica1 Components (%) 

Ti02 Fe Si02 Ah0 3 CaO Na20 K20 MgO MnO P20 s 

5.38 18.45 43 .59 10.64 10.11 1.54 0.47 2.56 0.26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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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 Ti02와 Fe의 함량이 각각 5.38%와 18.45%로 

Ti02 함량은 매우 낮지만 Fe 성분은 비교적 높아 상당량의 Fe 성분이 일메나이 

트 이외의 광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Si02와 Ah03성분이 각각 

43.59%와 10.64%를 이루고 있어 일메나이트 광물 이외에 규산염 광물이 다량 

맥석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CaO 성분도 10.11 %나 관찰되어 이들 성분을 

이루고 있는 광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본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Na20와 MgO 성분은 각각 1.54%와 2.56% 정도 존재하 

고 있으며 y 그 이외의 성분은 매우 미미하게 관찰되었다. 

Table 11은 티탄철석 이외에 모암으로 다량 수반되어 있는 회장암의 활용시/ 

용도개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금속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분석 결과 Cu와 Zr는 각각 57.0ppm과 54.5ppm 그리 고 Pb와 As는 각각 

30ppm과 <lppm으로/ 모두 소량 존재되어 있어 용도개발시 중금속에 의한 영 

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Table 12는 원광에 대한 희유원소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Y과 La는 각각 66.6ppm과 31.4ppm 정도 그리고 Ce과 

Nd는 각각 70 .1ppm과 42.7ppm 정도 존재하지만 그 이외의 희유원소는 극소량 

만 존재함을 확인 하였다. 

Table 11 . Analysis of Metal Components in the Ore. 

Metal components (ppm) 

Cu Zr Pb As 

57.0 54.5 30 <1 

'-------득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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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Analysis of Rare Earth Elements in the Ore. 

Rare Earth Composition (ppm) 

Y La Q pr Nd Sm Eu Gd Tb 마r Ho Er Tm yb Lu π1 U 

66.6 31.4 70.1 9.8 42.7 10.3 2.6 11.7 1.9 11.6 2.7 7.1 1.1 13.1 1.1 6.5 0.2 

1-2. 광물감정 

Fig. 6은 시료의 화학분석결과 확인된 각 구성 원소들의 근원 광물을 확인 

하기 위하여 즉/ 일메나이트 광물이외에 어떠한 광물들이 존재하는지를 규명하 

기 위한 XRD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XRD 분석결과 일메나이트 이외의 광 

물로 각섬석/ 석영/ 장석/ 휘석 / 그리고 녹니석 등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장석/ 

석영 그리고 각섬석 의 피크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Fig. 7와 Fig. 8은 일메나이트와 기타 광물들에 대한 확인 규명과 이들 각각 

의 광물들의 분포 상태를 규명하기 위한 편광현미경 감정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Fig. 7에서 알 수 있듯이 결정이 뚜렷한 일메나이트 이외에 각섬석이 다량 

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그외 장석과 미량의 카올린이 관찰 되었다 사진 

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메나이트가 다른 광물과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지만/ 극 

히 미립자 상태로 다른 맥석광물에 의해 포획되어 있기 때문에 광물간의 단체 

분리가 어려워 순수한 일메나이트 정광의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기대된다. 그 

리고 Fig. 8에서도 녹니석이 각섣식을 치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이며/ 역시 

일메나이트 광물이 다른 맥석광물들에 의해 지밀하게 포획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을 위한 단체분리상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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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Hb 

Hb 

Fig. 6 X-ray Diffraction of Ore. 

(I Ilhnenite, Hb Homblende, F Feldspar, Ch : Chloride, Q Qu앙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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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과 Fig. 10은 일반 광학현미경에 의한 광물감정 결과를 나타낸 것으 

로I Fig. 9는 괴상의 원광을 연마면으로 제조하여 감정한 결과이다. 본 연마편에 

대한 현미경 감정결과 각섬석과 장석등의 맥석광물 사이에 일메나이트가 존재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일메나이트 내에 국부적으로 소량의 자철 

광이 관찰되었다. Fig. 10은 파분쇄된 미립의 시료를 연마편으로 제조한 후 현 

미경 감정을 수행한 결과로써/ 검은색을 띄고있는 일메나이트와 각섬석이 주
 
’ 

이루고 그외 장석이 소량 존재 함을 알 수 있다 

원광에 대한 현미경 감정결과 일메나이트 이외에 주요 맥석광물은 각섬석 

과 장석임이 확인 되었으며/ 일메나이트 광물이 다른 광물과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어 단체분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라고 원광에 대한 중금속 및 휘토 

류 분석에서 확인된 원소들은 너무 미량으로 존재하여 어떤 구성 광물들로부터 

유래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광으로부터 티탄철석을 회수하고나면 

부산물 혹은 정광산물중에 이들 성분들이 농축될수도 있기 때문에/ 설험수행시 

이들 성분의 거동에 관한 연구는 필요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현미경 감정결과 사진에 나타낸 부호에 대한 광물명은 다은과 

같다. 

Fd : 장석 y Hb : 각섬석/ CI : 녹니석/ 

Ka 고령토r Mg: 자철석 Py : 황철광 

Il 일메나이트l Q: 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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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icroscope Analysis on The 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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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icroscope Analysis on the 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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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icroscope Analysis on the 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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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icroscope Analysis on the 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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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방법 

2-1. 입도분석 

여러 광물로 구성되어 있는 시료는 각 광물의 물리적인 특성 차이에 의해 

경도(hardness)와 깨어지는 특성 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여러 광물들간의 경계선 

이 뚜렷하다면 파분쇄 과정에서도 특정 광물을 농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실험은 일정한 입도이하로 제조된 시료를 Tylor 표준체를 기준으로하여 

입도분석음 수행하여， 입도크기에 따른 각 구성광물들의 이동과 티타늄 및 기타 

성분의 농축 특성을 관찰하여 비중선별， 자력선별 그리고 부유선별에 의한 ’ 티타 

늄 품위향상 실험시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Fig. 11은 입도분석에 대 

한 살험공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먼저 원광을 죠크라샤와 롤크라샤를 이용하여 

8mesh 이하로 만든 다음 일정량의 시료를 취하여 이에대한 입도분석을 수행하 

였다. 그리고 이보다 미립자에 대한 입도분포 및 입도크기별 성분분포 특성을 

관찰하기위하여， 8mesh 이하로 제조된 시료를 재차 분쇄하여 28, 35, 48, 65mesh 

그리고 100mesh 이하로 각각 제조한 다음， 이에대한 입도분석을 수행하였다 

2-2. 비중션벌 

원광에 대한 광물감정 결과 목적 광물인 일메나이트 이외에 각섬석/ 장석/ 

석영/ 카올린/ 휘석과 그리고 소량의 녹니석과 자철광이 관찰되었다. 티타늄을 

함유하고 있는 일메나이트의 경우 비 중이 4 .5 -6 정도로 비교적 높지만 그 이 

외의 각섬석/ 장석/ 석영 카올린 그리고 휘석등은 비중이 3 내외로 낮기 때문 

에/ 비 중선별 법을 이용하면 일메나이트와 기타 맥석광물과의 분리가 효과적으 

로 이 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광물감정 을 토 

대로하여 비 중선별에 의한 티타늄 정 세 실힘을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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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Sample 

Crushing & Grinding 

Screening (8mesh) 

Over size Under size 

• Regrinding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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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ing 28,35,48,65,100rresh 

Over size Under size 

Fig. 11 Process of Sieving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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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선별 실험에서는 먼저 비중차에 의한 일메나이트 광물의 분리 특서 
및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Fig. 12찌에 나타낸 Va뻐nr빠I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Shaking table에 의한 비중선별 기초실험을 수행하였낙 

Fig. 12 Vanner for Gravity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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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은 Vanner에 의한 티타늄 정제 실험공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먼저 

시료를 죠크라샤와 롤크라샤를 이용하여 파분쇄한 다읍 각각 목적한 업도 이 

하가 되도록 제조 하였다. 이때 각 압도 이하로 제조된 시료의 1000g 정도를 

각각 취하여 Vanner에 의한 비중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먼저 Vanner 반의 이동과 물의 흐름에 의해 하부로 배출되는 산물 

을 각 시간별로 회수하여 각 산출량을 구하였다. 즉/ 처음 2분동안은 Slime을 

회수하고 재차 2분 간격으로 Tailing, Middling 1, Middling 2 그리고 Conc를 

회수 하였다. 

Raw Sample 

---+ 

Crushing & Grinding 

Screening (28 , 35, 48, 65mesh) 

Over size Under size 

Gravity Separaton • by Vanner 

(after l Omin.) I (after 8min.) I (after 6m in.) (after 4min.) I (after 2min.) 

Conc. Mid. 2 Mid. Tailing Slime 

Fig. 13 Process of Gravity Separation by using the V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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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는 Vanner를 이용한 spot test 결과를 토대로 비중선별법에 대한 최 

적 처리공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wilfey No. 13 type의 

Shaking table을 나타낸 것이다. 본 기기는 광물익 비중선별 실험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충정횟수(sσoke frequency)와 충정거리가 372rpm과 O.9cm 

인 실험실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기초실험을 거처 최적조건으로 확인된 

table 반의 경사와 시료의 급광량 그리고 물의 사용량에서， 업도크기에 따른 티 

타늄 정제 가능성을 집중 연구하였다. 

Fig. 14 Gravity Separator of Wilfley NO.13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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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방법은 Fig. 15와 같이 먼저 시료를 조크라샤와 롤크라샤를 이용하여 

중쇄한 산물을 실험실용 마광기를 이용하여 28 , 35, 48, 65rnesh 그리고 100 

rnesh 이하로 각각 만든다음， 각 입도별로 비중선별 실험 을 수행하여 Slirne, 

Tailing, Mid. 1 그리고 Rougher Conc.를 회수하였다. 이때 얻어 진 Rougher Conc.는 

재차 비중선별 실험을 수행하여 비선택적으로 회수된 맥석물들을 제 거하였다. 

Rilw Sarn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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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in.g (28, 35, 48, 65rnesh) 

Over size Under size 

Gravity Separation • Shaking Table 

R.oug. Conc. 

Gravity Separaton (Cleaning) 

Mid. 1 Tailing Slirne 

Final Conc Mid.2 

Fig. 15 Process of Gravity Separation by using the Shak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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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짜력션벌 

티타늄을 함유하고 있는 일메나이트 광물은 강자성을 띄고있어 자력선별 

법에 의해 기타 맥석광물들과 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 서 는 희 토류 합금으로 제 조된 자장강도 15，00OGauss의 영 구자석 과/ 자장의 

세기를 변화할 수 있는 Cross Belt Type의 전자석을 이용하여 티타늄 정제 실 

험을 수행하였다. 

Fig. 16은 본 실험 에서 사용된 High-Force Magnetic Separator를 나타낸 

것으로/ 본 기기는 미국 International Process Systems (INPROSYS) 사에서 제 

작된 것이다. 본 실험기기의 특징은 자성을 띄는 Roll이 Nd-Fe-B의 희토류 합 

금으로 제조된 영구차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5,000 gauss의 자장 세기를 갖 

고있다. 자성을 띄는 Roll과 자성을 띄지않는 Roll(idl rolI)의 직경과 폭은 각각 

100mm와 200mm로 이루어져 있고， Roll과 Roll 사이는 내구성을 향상시킨 

graphite-impregnated 또는 p이yurethane으로 제조된 Belt로 연결되어 있다. 

Fig. 17은 본 선별기의 자성 Roll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서， magnet 

steel의 배치가 6 : 2 및 4 : 1 인 2중 배치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입도의 크기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부위를 달리할 수 있다. 본 자력선별기의 또다른 장점은 

급광되는 지점에 lonizer system이 설치되어 미립자들간의 응집을 방지하므로 

서 미립자의 선별처리 효율을 높였다. 즉/ 지금까지 건식자력선별 처리법은 미 

립자들간의 정전기적 현상에 의한 응집특성 때문에 미립자의 분리에 큰 효과 

를 갖지 못하였으나/ 본 실험기기는 석탄뿐만아니라 다른 광물의 미립자 선별 

처리 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18은 본 자력선별기를 이용한 티타늄 정제실험 공정도를 나타낸 것이 

다. 먼저 시료를 파분쇄하여 목적한 입도 이하로 만든 다음 입도크기， Splitter 

Position, 정선횟수， Deslime 그리고 Roll Speed 동과 같은 각 자선실험 조건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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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실 험 을 수행 하여 Rougher Conc. (Magnet Materisl)와 Tailing(Non-Magnet 

Material)을 회수 하였다. 그 리 고 자선물로 회수된 Rougher Conc.는 티타늄의 

품위 향상음 위해 재차 자선실힘을 수행하여 Final Conc.와 Middling을 회수하 

였으며/ 이때 회수된 각 산물를 분석 하여 회수율과 품위향상등을 구하였다. 

Feed 

Magne !lc Ro lI 
Feeder 

o 
Non-Magnetic \ 

(or Less Magnetlc) ~ 

I 1 ’ Hlghty 
A ’ Magnetic Magnetlc 

~ j 

Fig. 16 Rare Earth High-Force Magnetic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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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Schematic View of Roll of Rare Earth Magnetic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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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Sample 

Crushing & Grinding 

Sampling (4, 8, 14, 20, 28, 35, 35, 48, 65mesh) 

Mag. Sepemtion 

Rougher Conc. (Mag. Material) Tailing 1 (Non-Mag. M.) 

Mag. Sepemtion • Cleaning 

二그 

Firial Conc. 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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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 
. m 

떼
 

T 

Fig. 18 Process of Magnetic Sepamtion by using the Rare Earth Magnetic Sepamtor 

Fig. 19는 자장의 세기를 조절할 수 었는 Cross Belt type의 자력선별기로 미 

국 Eriez Co.에서 제작 판매한 것이다. 본 자력선별기는 급광부로부터 공급된 시 

료가 벨트를 타고 자선가의 밑으로 지나가는 동안 자장산물이 자석에 부착하게 

되는데， 이때 자석기의 밑부분에 부착된 자선산물은 시료를 굽광하는 벨트와 역 

으로 이동하는 Cross Belt에 의해 회수되며 비자성 산물은 그대로 자석을 통과 

하여 회수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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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은 영구자력선별기인 High-Force Magnetic Separator와 같이 시료를 

파분쇄한 다음 입도크기， 자장의세기， Deslime 그리고 정선횟수 등에대한 조건변 

화 실험을 수행하여 티타늄 정제 가능성 및 최적 처리조건을 규명하였다. 특히， 

본 자력선별기는 자장의 세기 조절이 가능하여 티타늄 함유광물인 일메나이트 

와 기타 자철광 및 각섬석과의 분리 가능성이 클것으로 기대된다. 

Fig. 19 Cross Belt Magnetic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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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빼풍 뭘 ~력션벌 명용혈험 

비중선별에 의한 최적 실험조건에서 Ti02 품위가 44.20% 인 실험결과를 얻 

었다. 이와같이 최적실험 조건에서 Ti02 품위가 44.20% 이상의 결과를 얻지 못 

하는 것은， 원광에 대한 광물감정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티탄철석과 비중이 비 

슷한 광물들이 다량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비중선별 

실험결과 정광물로 회수된 산물중 티탄철석과 기타 다른 맥석광물들을 분리하 

기 위하여 자력선별 실험을 병용하였다. 

Fig. 20은 본 실험에서 채택한 비중 및 자력선별 병용실험에 대한 실험공정 

도를 나타낸 것이다. 비중선별 실험은 앞에서 수행한 것과 동일하게 원광을 파 

분쇄하여 목적한 입도 이하로 만든다읍， Wilfely No. 13type 비중선별기를 이용 

하여 자력선별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1차 정광을 생산하였다. 비중선별 실험에 

서 얻어진 1차 정광산물은 자장의 강도변화가 가능한 Cross Belt Type(미국 

Eriez Co. )의 자력선별기를 이용하여 업도크기 자장의 강도변화 둥에 대한 조 

건변화 실험을 수행하여 최종 티타늄 정광을 생산하였다. 

2-5. 부유션별 

본 실험에 사용된 실험장치는 Joy Manufacturing Company에서 제작된 

Denver Sub-A type의 실험실용 부선기로， 부선의 개략도는 Fig. 21과 같다. 이때 

부선장치 내부로 기포의 주입은 부선기 임펠라가 회전함에 따라 임펠라 주축 

내부가 진공상태로 되어， 임펠라 주축 상단에 있는 공기 주입구를 통하여 부선 

셀의 하단으로 부터 유입된다. 

이와같이 유입된 기포는 광액의 상단으로 이동할때 소수성 광물과 부착하 

여 이동하게되며， 이때 친수성 광물들은 광액속에 남게된다. 부유선별은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때 기포와 목적광불과의 부착력 및 기포의 크 

“ 
ω
 



기 그리고 목적하지 않은 광물과의 비홉착력 등은 부선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 

게 된다. 

Raw Sample 

CTIlShing & Grinding 

Screening (28, 35, 48, 65mesh) 

Over size Under size 

ζ그---
Gravity Separaton • S뼈king Table 

Tailing Slime 

α1ag. M.) Rougher Conc. 

Mag. Seperation • Clea피ng 

Tailing 1 (Non-Mag. M.) 

Final Cona. 
? 
i 

o e 
·m ” U ’ “ T 

Fig. 20 Combination Process using Gravity and Magnetic Separator 

for the Recovery of Illme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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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LLER 

FROTH 
CONTAINING 
HYDROPHOBIC 
8: ENTRAPPED 
MATERIALS 

Fig. 21 Schematic View ,of Denver Sub-A Type Flotator used in Froth Flotation Tests 

Fig. 22는 부선실험에 있어서 각 실험에 대한 최적 조건을 얻기 위한 실험 

계통도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은 먼저 죠크라셔와 롤크라셔를 이용하여 입도변 

화 실험을 제외하고 모두 48mesh이하로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시료는 잘 혼합 

하여 500g씩 채취한 다음 1Q 의 부선셀에 넣고 광액의 농도가 20 % solids가 되 

도록 조절한 후 부선기 임헬라를 1500rpm로 하여 3분간 교반하였다. 교반후 포 

수제， 기포제등의 부선시약을 첨가하고 다시 3분간 교반한 후 공기 조절 밸브 

를 열어 목적한 일메나이트 광물을 부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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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 사용된 포수제는 일반적으로 일메나이트 광물의 부선을 위해 많 

이 사용되고 있는 oleic acid를 사용하였으며， kerosene을 보조제로 같이 사용하 

였다. 그리고 NaF 시약을 기타 맥석물의 억제제로 사용함과 동시， pH 조절제로 

사용하여 pH를 4-5 로 유지하며 실험하였다. 실험에서 부유회수된 정광은 2차 

에 걸쳐 정선을 하였으며， 이때 산출된 정광， 중광， 테일링산물 모두를 여과， 

건조 그리고 분석하여 최종 부선결과를 얻었다. 

Raw coal 

@us피ng & G피1며n19 (65mesh) 

Over size 

Tailing 

UiJ.der size 

Sampling (500g) 

Conditioning • -Col1ector, Frother 

Flotation 

Roug. Conc. 

Flotation Cleaning(2-stage) 

Middling 팩Conc 

Fig. 22 Process of Froth Flotation by using the Denver Sub-A Type Flot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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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결과 및 고찰 

채 1 절 업도분석 결과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여러 광물로 구성되어 있는 시료는 각 광물들의 물리/ 

화학적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 파분쇄시 어느 특정 입도에서 같은 광물들 

이 농축되는 특성 이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티타늄 정제실험에 앞서 입도 

분석 실험을 수행하여 파분쇄 과정에 의해 티타늄의 농축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파분쇄 과정에서 입도분리만으로도 어느정도의 품위 

향상이 가능하다면/ 정제과정 에서 보다 높은 품위의 목적 산물을 얻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처리단가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업도분석에 의해 개 

략적인 단체분리 입도와 구성 광물들의 물리적인 특성 규명이 가능하여I 효과적 

인 처리법의 선택과 최적 처리업도를 예측할 수 있다. 

Table 13은 티타늄 원광을 죠 크러셔와 롤 크러셔를 이용하여 파분쇄한 다 

음/ 분쇄산물에 대한 입도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입도분석 결파 입도별 중 

량비는 -12/20mesh 입도가 21.89%로 가장 높고/ 이보다 입도가 작아지면 중량 

비가 크게 감소되어 -325/ +400mesh에서 0.16%로 최저에 이르고 -400mesh 에서 

는 0.78%로 다시 아주 미미한 증가를 보인다. 

입도크기에 따른 중량비를 분석해보면 +8mesh와 -8/ +12 입도가 각각 

17.39%와 11.02%를 그리고 -20/ +28mesh와 -28/+35mesh 입도가 각각 12.42%와 

13.98% 이루고 있어， 35mesh 이상의 입도 중량비가 전체의 76% 이상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y 입도별 중량비를 분석한 결과 250mesh 이하의 입도가 전 

체의 2%도 되지않아/ 죠크러셔와 롤크러셔를 이용한 티타늄 원광의 파분쇄 공 

정에서는 거의 과마광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파쇄과정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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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였듯이 티타늄 원광 자체의 경도(hardness)가 매우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입도분석 결과에 대한 각 입도별 화학조성을 분석해 보면I Ti02의 경우 가 

장 큰 입도인 +8mesh에서 4.20%로 Ti02 명균함량 5.38보다 약 1.18%나 더 낮 

지만 이보다 입도가 작아지면 Ti02 함량은 점차 증가하여 -48/ +65mesh 입도에 

서는 7.89%로 Ti02 명균함량 5.38보다 약 2.51%나 더 높다. 그러나 Ti02 함량이 

가장높은 -48/ +65mesh 입도를 기점으로 이보다 입도가 더 작아지면 Ti02 함량 

은 반대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50/ +200mesh 입도에서 6.22%를 그리고 

-400mesh 입도에서는 4.17%를 나타내어 I -48/ +65mesh 업도의 Ti02 함량보다 

각각 1.67%와 3.72% 정도 더 낮다. 즉r 죠 크라셔와 롤 크라셔에 의해 파쇄된 

시료의 경우/ 가장 큰 입도와 가장 입도에서 Ti02 함량이 가장 낮고 중간 입도 

로 갈 수 록 Ti02 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48/ +65mesh 입도 범위의 중간입도를 기점으로 큰 입도로 갈 수 

록 Ti02 함량이 감소하는 것은 Ti02 함유하고 있는 일메나이트 광물이 각섬석 

과 장석등의 모암으로부터 쉽게 분리 되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이보다 입도가 

작을 수 록 Ti02 함량이 감소하는 것은 Ti02를 함유한 일메나이트 광물의 경도 

가 다른 맥석 광물들보다 크기 때문에 미립자로 이동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즉/ 일메나이트 광물보다 경도가 작은 장석/ 카올린/ 각섬석 등의 비금 

속 광물들이 보다 쉽게 분쇄되어 미립으로 이동되었기 때문이다. 

입도분석 결과 입도크기에 따른 Fe 함량 특성은 Ti02와는 다르게 입도변화 

에 따라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입도가 작아지면서 두 번의 Fe 함량 변 

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r 입 도가 가장 큰 +8mesh에 서 Fe 함량이 18.09% 이 

지만 -20/+28mesh 까지는 입도가 작아지면서 Fe 함량은 다소 증가하여 19.54% 

를 나타낸다. 그러나 -20/+28 mesh 입도를 기점으로 이보다 입도가 작아지면 

Fe 함량은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하여 -65/ + 1 OOmesh 입도에서 17.19%로 최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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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esult on Sieve Analysis of Ore crushed by Jaw and Roll Crusher 

Particle 
Product αlemical Components (%) 

Size 
(mesh) (wt.%) 

TiOz Fe SiOz Ah03 Cao Na20 K20 MgO MnO 

+8 17.39 4.20 18.09 45.64 10.13 9.55 1.49 0.44 2.83 0.28 

-8/+12 11.02 4.60 18.18 45.78 10.33 9.77 1.53 0.45 2.73 0.27 

-12/+20 21 .89 4.65 18.55 44.44 10.40 9.87 1.57 0.46 2.68 0.26 

-20/+28 12.42 5.57 19.54 41.91 10.94 10.06 1.60 0.47 2.59 0.27 

-28/+35 13.98 6.09 18.29 42.57 10.98 10.22 1.62 0.48 2.44 0.26 

-35/+48 5.90 6.12 18.01 42.51 11.68 10.55 1.54 0.50 2.26 0.25 

-48/+64 8.54 7.89 18.78 40.17 10.86 10.84 1.47 0.50 2.17 0.25 

-65/+100 2.33 6.66 17.19 43.17 10.76 10.94 1.48 0.50 2.03 0.24 

-100/+150 2.64 6.49 17.74 42.77 10.75 11.06 1.43 0.49 2.27 0.25 

-150/+250 2.64 6.22 18.94 41 .51 10.57 11.33 1.40 0.51 2.33 0.25 

-250/+325 0.31 5.16 18.25 41 .60 10.78 11.31 1.39 0.54 2.41 0.26 

-325/+400 0.16 4.65 18.01 43.44 10.86 11.13 1.38 0.57 2.49 0.25 

-400 0.78 4.17 17.39 44.64 11.23 10.86 1.37 0.60 2.55 0.22 

Total 100 5.38 18.45 43.59 10.64 10.11 1.54 0.47 2.56 0.26 

나타내고/ 그 이 하의 입 도에서 는 다시 Fe 함량이 증가하여 -150/250mesh 입 도 

에서는 18.94%에 이른다. 그리고 그 이하의 엽도에서는 또다시 Fe 함량이 감소 

하여 -400mesh 입도에서는 Fe 함량이 17.39%를 나타낸다. 

입자크기에 따른 Fe의 함량변화 특성을 요약하면 -20/ .:r28mesh와 -150/+200 

mesh 업도의 두 입도를 기점으로 최고 함량치를 나타내고 이보다 입도가 크거 

나 작아지면 Fe의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Ti02의 함량 

이 높을 경우 Fe의 함량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입도분석 결 

기
 



과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원광중 일메나이트 광물이 적고 상당량의 Fe 

수반되었 때문으로 생각된다. 원광에 대 성분이 일메나이트 이외의 광물로부터 

녹니석/자철석과 한 광물감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시료는 다량의 각섬석과 

그리고 휘석등이 관찰되어 Fe 근원광물이 상당히 많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35mesh 이상과 325mesh 이하입도에서 Ti02 함량은 적지만 Fe 함량 

이외의 각섬석이나 일메나이트 광물 것으로보아 상당량의 Fe 성분이 많은 이 

기타 다른 Fe 함유 광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Ti02 함량이 높은 중 

간 입자의 경우는 Fe의 주요 구성광물이 일메나이트임을 예측할 수 있다. 

큰 

입도인 20mesh 이상입도에서 약 44.44% 이상으로 높고， -48/ +64mesh 업도에서 

는 40.17%로 가장 낮은 특성을 보인다. Ah03와 CaO 그리고 Na02 성분도 입도 

변화에 따라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CaO 성분의 경우 입도가 클수록 낮 

않지만 비교적 품위변화를 보이지 rl 。
0' 따른 Si02 함량의 입도크기에 

아 석회장석이 경도가 낮아 다소 미립의로 이동된 것을 알 수 있다. K20, MgO 

않지만， MgO의 경우 그리고 MnO 성분도 입도크기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함량이 높아 큰 입도에서 각섬석의 분포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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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mesh보다 큰 입도에서 비교적 

대한 입도분석을 종합해보 

면 Ti02 성분의 경우 중간 입도에서 비교적 함량이 높지만/ 특정 입도에서 Ti02 

성분이 크게 농축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입도크기에 따른 Ti02, Fe 

그리고 Si02를 종합분석해보면 20mesh 이상의 큰 업도에서 Ti02 함량이 적으면 

많은 것으로 보아l 큰 입도일 수 록 일메나이트 광물보다 

SiO 함량이 높은 맥석광물들이 많이 분포되어 

파분쇄된 원광에 

서 Fe와 Si02 성분이 

각섬석 동 기타 Fe 및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4, Table 15, Table 16 그리고 Table 7은 8mesh 이하로 제조된 시료 

자력선별을 위해 롯드밀을 이용하여 28, 35, 48, 65 그리고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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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esh 이하로 분쇄한 시료에 대하여 업도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목적한 입도 이하로 분쇄한 산물에 대하여 입도분석을 수행하는 이유는/ 

각 분쇄된 시료의 입도분포 특성과 입도크기에 따른 성분함량을 확인하여 시료 

의 물리적인 특성을 규명하므로 정제실험시 최적 처리공정개발에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8mesh 이하로 제조된 시료에 대한 입도분석 결과 8mesh 이하로 제조된 

시료와 거의 비슷한 특성을 보이지만， 입도별 중량비는 큰 차이를 보인다. 즉， 

-28/+35mesh에서부터 -150/+20야nesh 입도 까지는 각 입도별 중량비가 10% 내 

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200/+250mesh에서 -325/ +400mesh 에서는 5% 

미만으로 중량비가 매우 적고/ 특히 -400 이하의 미립자의 경우는 오히려 중량 

비가 13.43%나 되어， 8mesh 이하로 제조된 시료에 대한 입도분석 결과와 중량 

비에 었어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입도에 대한 Ti02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롯드밀을 이용한 

분쇄파정에서 비교적- 경도가J 약한 맥석물들의 상당량이 미립으로 이동되었기 

혜문이다. 즉， 입도크기에 따른 Ti02 함량을 분석해보면 8mesh 이하로 제조된 

시료의 입도분석 결과와같이 중간입도에서 Ti02 함량이 높고 이보다 입도가 크 

거나 작으면 Ti02 함량이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y 특히 -400mesh 아도에 

서 Ti02 함량이‘ 1낮은 것으로보아 미립자에는 일메나이트 광물보다는 경도자 약 

한 -맥석광물들이 이동된 것을 알 수 있다. 

28mesh 이하 입도에 대한 입도분석 결과 Fe와 Si02 그리고 Ah03 성분은 

모두 8mesh 이하로 제조된 시료의 업도분석과 거의 비슷하고/ 기타 Na20, 

K20, MgO, Mno 성분들도 함량변화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CaÖ ' ;성분의 경후는 호히려 ‘~i5Ö/+260me'능h 입도 .부핀의 -중간입호‘가 - 다소 ‘적게 

나타난다. 

35mesh와 48mesh 그리고 65mesh와 100mesh 이하로 제조된 시료에 대한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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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분석 결과도 각 입도크기에 따라 Ti02, Fe, Si02 및 기타 성분들의 분포 특 

성이 거의 비슷하지만I 입도별 중량비는 롯드밀을 이용하여 제조한 시료의 Top 

size가 작을수록 큰 입도와 가장 작은 입도의 중량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28rnesh로 제조된 시료의 경우 가장 큰 입도와 가장 작은 업도언 

-28j+35rnesh와 -400rnesh의 중량비가 각각 12.40%와 13.43% 이지 만， 이보다 작 

은 48rnesh 이하로 제조된 시료의 경우는 22.02%와 16.48 %를 그리고 100rnesh 

이하로 제조된 시료의 경우는 가장큰 입도와 가장 작은 입도가 각각 40.92%와 

22.30%를 나타내어/ 제조된 시료의 Top size가 작을수록 큰 입도와 가장 작은 

입도의 중량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4. Result on Sieve Analysis of Ore ground to -28rnesh 

Particle Size Product Chemical Components (%) 

(mesh) (wt.%) 
Ti02 Fe SiÜ2 AI203 CaO Na20 K20 MgO MnO 

-28/+35 12.40 5.30 18.12 44.39 10.53 10.23 1.60 0.50 2.58 0.27 

-35/+48 10.12 5.36 18.05 43.89 10.58 10.04 1.58 0.49 2.56 0.26 

-48/+65 16.74 5.35 18.48 43.57 10.60 10.01 1.57 0.47 2.59 0.25 

-6딪+100 15.08 4.53 18.47 43.11 10.94 9.98 1.54 0.45 2.57 0.25 

-100/+150 13.84 5.71 18.44 42.80 10.81 9.95 1.48 0.44 2.47 0.26 I 

-150/+200 9.50 6.25 19.41 42.00 10.35 9.91 1.39 0.44 2.39 0.25 I 

-200/+250 1.86 5.80 17.75 43.67 10.87 10.09 1.43 0.43 2.37 0.25 

-250/+325 4.55 5.57 19.17 43.70 10.04 10.27 1.44 0.46 2.44 0.26 

-325/+400 2.48 4.84 19.11 43.73 10.87 10.62 1.48 0.48 2.64 0.26 

-400 13.43 4.16 18.74 44.21 10.89 10.70 1A9 0.52 2.76 0.26 

Total 100 5.38 18.45 43.59 10.64 10.11 1.54 0.47 2.56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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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Result on Sieve Analysis of Ore ground to -35mesh 

Particle Size Product 
Chemical Components (%) 

(mesh) (wt.%) Ti02 Fe Si02 AI203 CaO Na20 K20 MgO MnO 

-35/+48 18.74 4.66 17.70 45.35 10.99 9.22 1.60 0.49 2.62 0 .25 

-48/+65 31.57 5.04 18.20 44.36 10.81 10.09 1.59 0.47 2.54 0.26 

- 65/+100 12.42 6.10 18.25 42.78 10.72 10.39 1.57 0.46 2.46 0.27 

-100/+150 7.33 6.26 18.27 42.21 10.41 10.38 1.50 0.45 2.32 0.26 

-150/+200 8.55 6.60 18.22 42.10 10.15 10.24 1.45 0.45 2.41 0.27 

-200/+250 2.04 6.86 18.74 42.00 10.00 10.18 1.35 0.44 2.44 0.27 

-250/+325 4.89 6.44 19.95 42.10 10.17 10.67 1.41 0.46 2.52 0.27 

-325/+400 1.63 5.47 19.60 42.50 10.43 10.65 1.43 0.47 2.62 0.26 

-400 12.83 4.60 19.83 42.80 10.36 10.67 1.48 0.50 2.90 0.26 

Total 100 5.38 18.45 43.59 10.64 10.11 1.54 0.47 2.56 0.26 

Table 16. Result on Sieve Analysis of Ore ground to -48mesh 

Particle Size Product Chemical Components (%) 

(mesh) (wt.%) 
Ti02 Fe Si02 AI203 CaO Na20 K20 MgO MnO 

-48/+65 22.72 4.87 18.00 43.91 10.95 10.11 1.62 0.44 2.81 0.27 

-65/+100 30.29 5.61 18.10 43.41 10.82 9.95 1.60 0.48 2.54 0.27 

-100/+150 14.47 5.89 18.36 43.33 10.69 10.05 1.53 0.46 2.35 0.27 

-150/+200 8.24 6.18 18.64 42 .70 10.41 10.04 1.39 0.46 2.22 0.26 

-200/+250 2.23 6.54 19.23 42.00 10.29 10.00 1.35 0.40 2.17 0.26 

-250/+325 4.01 5.86 18.35 43.00 9.81 9.99 1.39 0.48 2.37 0.25 

-325/+400 1.56 4.82 17.87 43.93 10.40 10.42 1.45 0.53 2.47 0 .24 

-400 16.48 4.57 19.70 44.50 10.23 10.52 1.47 0.53 2.74 0.24 

Total 100 5.38 18.45 43.59 10.64 10.11 1.54 0.47 2.56 0 .26 

π
 
υ
 



Table 17. Result on Sieve Analysis of Ore ground to -65mesh 

Particle 
Product Chemical Components (%) 

Size 
(w t. %) 

(mesh) Ti02 Fe Si02 Ah03 CaO Na20 K20 MgO MnO 

-65/+100 33.13 5.21 17.96 43.95 10.70 10.15 1.60 0.47 2.62 0.26 I 

-100/+150 26.47 5.76 18.49 43.28 10.78 10.08 1.54 0.45 2.60 0.26 

-150/+200 10.10 5.98 18.75 42.80 10.58 10.05 1.52 0.44 2.53 0.26 

-200/+250 4.24 6.10 19.05 42.09 10.32 9.75 1.41 0.41 2.48 0.24 

-250/+325 5.45 5.82 18.78 42.53 10.62 10.10 1.46 0.48 2.54 0.26 

-325/+400 3.64 5.49 18.74 43.22 10.35 10.16 1.49 0.50 2.73 0.28 

-400 16.97 4.40 18.87 44.61 10.47 10.17 1.53 0.54 2.91 0.25 

Total 100 5.38 18.45 43.59 10.64 10.11 1.54 0.47 2.56 0.26 

Table 18. Result on Sieve Analysis of Ore ground to -100mesh 

Particle Size Product Chemical Components (%) 

(mesh) (w t. %) Ti02 Fe Si02 Ah03 CaO Na20 K20 MgO MnO 

-100/+150 40.92 5.34 18.03 43.90 10.75 10.10 1.61 0.46 2.56 0.26 

-150/+200 18.16 6.01 18.40 43.20 10.49 10.05 1 .56 0.47 2.54 0.26 

-200/+250 9.58 6.19 19.81 42.60 10.10 10.01 1.38 0.45 2.53 0.27 

-250/+325 5 .39 6.06 18.57 42.70 10.42 10.15 1.54 0.45 2.54 0.25 

-325/+400 3 .57 5.89 18.55 42.87 10.61 10.21 1.41 0.43 2.56 0.27 

-400 22.36 4.34 18.65 44.11 10.87 10.20 1.50 0.50 2.58 0.25 
’ μ 

Total 100 5.39 18.45 43.59 10.64 10.11 1.54 0.47 2.56 0.26 

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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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버중선별 실험 

2-1. Vanner톨 이용한 비중셜험 

Shaking Table을 이용한 티타늄 정제의 최적 처 리공정을 개발하기에 앞서 

Vanner를 이용한 Spot Test를 수행 하였다. Shking Table 실험에 앞서 Vanner 

Test를 한 이유는 체계적인 비중선별 실험에 앞서 티타늄광의 품위향상과 실수 

율등에 대한 개략적인 기술정보를 사전에 습득하여r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방향 수립과 많은 연구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Vanner 반의 경사와 진동횟수 그리고 물의 공급은 예비실험 

을 통해 얻은 최적조건으로 하고/ 입자크기에 따른 티타늄 정제 가능성만을 실 

험하였다. Vanner 실험산물의 회수는 Vanner 실험기기 작동후 2분 간격으로 

slime을 제일 먼저 회수하고 Tailing과 Middling 그리고 Conc.를 순차적으로 회 

수하여/ 각각 산물에 대한 성분분석을 통하여 실험결과를 해석하였다. 

Fig. 23과 Table 19는 Vanner를 이용한 티타늄 정제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실험결과 28mesh 이하로 제조된 시료의 경우 Ti02 품위가 29.23% 이지만 

입도가 작아질 수 록 점차 증가하여 48mesh 입도에서는 32.32%를 그리고 

65mesh 업도에서는 34.01% 까지 증가하여， 28mesh 업도보다 각각 2.99%와 

4.78%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Ti02 회수율은 이와반대로 28mesh 이하 

로 제조된 시료가 41.18%로 가장 높고 입도가 작을 수 록 점차 감소하여 

48mesh 입도에는 38.27% 그리고 65mesh 입도에서는 31.67% 까지 감소하여/ 

28mesh 입도보다 Ti02 회수율이 각각 2.91%와 9.51%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티 

타늄 회수율의 경우 28mesh 입도에서 48mesh 입도 까지는 41.18%에서 38.27% 

로 2.91 %밖에 감소되지 않았지만 이보다 입도가 작아지면 크게 감소되어 65 

mesh 입도에서는 Ti02 회수율이 31.67%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Ti02 품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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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02%) 

41.18 

K20 

0.08 

Chemical Components of Conc. (%) Yield 
(w t. %) 

7.58 

Partid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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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을 고려할 경우 Vanner 실험에서는 48mesh 입도가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입도가 작아질 수 록 Ti0 2 품위가 향상된 이유는 입도가 작을 수 

록 Ti0 2 근원 광물인 일메나이트 광물의 단체분리가 향상되었기 때문이며/ 그리 

고 입도가 작을수록 Ti02 회수율이 감소한 이유는 입도가 작아지면서 비중선별 

실험에 효과적이지 못한 미립자가 많아져 상당량의 일메나이트 광물이 Slime으 

로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Vanner를 이용한 비중선별 실혐의 경우 48mesh 

보다 입도가 작아지면 단체분리도 향상으로 미미한 품위 향상은 있으나y 입도분 

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립자가 많아 Ti02 회수율은 크게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9는 각 입자크기에 따라 Vanner 실험에서 회수된 정광산물의 성분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입도크기와 정광산물의 Ti02 함량에 따라 다 

른 기타 성분들의 변화특성을 관찰하기 위해서이다. 즉r 정광중 Ti02 함량변화 

에 따라 어떠한 광물이 정광중으로 회수되는지를 규명코자 한 것이다. 

각 입도크기에 따라 회수된 정광중 Fe 함량은 Ti02 함량변화와 같이 

28mesh 이하로 제조된 시료가 30.17%로 가장 낮고I 입도가 작아질수록 미미하 

게 증가하여 65mesh 입도에서는 32.01 %로 가장 높다. 그러나 Si02, Ah03, 

CaO, Na20 그리고 K20 성분의 경우는 이와반대로 입도가 작을 수 록 그리고 

정광산물의 Ti0 2 함량이 높을 수 록 감소하여/ 정광중 Ti02 함량에 따라 SiOz, 

Ah03, CaO, Na20 그리고 K 20 성분의 함량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즉/ 비중선 

별의 경우 정광의 Ti02 함량이 많아지면 동일한 구성광물(일메나이트)로부터 회 

수되는 Fe 함량은 증가하지만/ 맥석물의 제거율이 높아 Si02, Ah03, CaO, 

Na20 그리고 K20 성분은 감소하게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20, Table 21, Table 22 그 리 고 Table 23은 각 입 도크기 에 따라 

Vanner 실험에서 회수된 산물들 각각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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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입도 크기에 따라 회수된 산물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Conc. 산물과 

Middling 그리고 Tailing 순으로 Ti02와 Fe 함량은 점차 감소하지만 Slime의 경 

우는 이와반대로 제일 처음 실험산물로 회수 되었지만 Tailing보다 Ti02 함량이 

약간 높은 것을 알 수있다. 이와같이 Slime 산물이 Tailing 산물보다 Ti02와 Fe 

함량이 높은 이유는r 미분쇄된 시료중에 있는 Ti0 2 근원 광물인 일메나이트 광 

물의 상당량이 비중선별이 불가능한 미립으로 존재하여 Slime 산물로 처리되었 

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수된 각 산물의 SiO:z- Ah03, CaO, Na20 그리고 K 20 성 

분은 Ti02와 Fe 함량이 높을 수 록 낮고 낮을 수 록 증가하는데/ 이는 각 산물 

중 Ti02 근원 광물인 일메나이트의 함량이 많아지면 이와반대로 맥석광물들의 

함량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Vanner에 의한 비중선별 Spot Test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광중 Ti02 회수율 

은 제조된 시료의 입도가 가장큰 28mesh에서 41.18로 가장 높지만 Ti02 함량은 

이와반대로 65mesh 이하로 제조된 시료가 가장 높아/ 차후 최적처리공정 개발 

을 위한 본 실험에서는 Ti02 회수율과 함량의 관계를 신중히 고려해야 활 것이 

다. 또한 본 실험결과 Ti02 정제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정제산물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정광으로 회수되는 맥석광물들을 개략적으로 규명하므로써y 보다 높 

은 Ti02 함량과 회수율을 얻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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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Chemical Components of each Product recovered by using 

the Vanner (-28mesh product) 

Yield 
Chemical Components (%) 

Recovery 
Products 

(wt.%) (2:TiOz%) 
Ti02 Fe Si02 Ah03 CaO Na2Ü K20 

Conc. 7.58 29.23 30.17 13.11 2.80 4.01 0.62 0.08 41.18 

Middling 11.24 15.22 27.35 20.67 5.74 6.91 0.65 0.10 72.98 

Tailing 36.91 1.79 13.61 52.06 12.72 11.74 1.98 0.64 85.26 

Slime 44.27 1.80 18.22 47.56 11 .50 10.61 1.56 0.49 100.00 

Total 100 5.38 18.45 43.59 10.64 10.11 1.54 0.47 

Table 21. Chemical Components of each Product recovered by using 

the Vanner (-35mesh product) 

Yield 
Chemical Components (%) 

Recoveηr 
Products 

(w t. %) 
Ti02 Fe Si02 Ah03 CaO Na20 K20 

(2:Tiα%) 

Conc. 6.92 31.31 31.11 12.55 2.74 3.81 0.61 0.07 40.27 

Middling 10.18 16.27 27.02 20.09 5.70 6.64 0.65 0.10 71.06 

Tailing 36.44 1.75 13.27 51.35 12.30 11.92 2.01 0.61 82.91 

Slime 46.49 1.98 18.75 47.27 11.60 10.39 1.51 0.50 100 

Total 100 5.38 18.45 43.59 10.64 10.11 1.54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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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Chemical Components of each Product recovered by using 

the Vanner (-48mesh product) 

Chemical Components (%) 
Products 

Yield RecoveT 
(wt.%) 

Ti02 Fe Si02 Ah03 Cao Naρ K20 (~TiÜz%) 

Conc. 6.39 32.22 31.75 12.41 2.61 3.71 0.59 0.07 38.27 

Middling 8.52 18.22 27.92 19.87 5.57 6.51 0.64 0.09 67.12 

Tailing 34.65 1.89 12.69 50.44 12.00 11.87 2.04 0.60 79.30 

Slime 50.44 2.21 19.13 46.85 11 .58 10.32 1.47 0.50 100.0 

Total 100 5.38 18.45 43.59 10.64 10.11 1.54 0.47 

Table 23. Chemical Components of each Product recovered by using 

the Vanner (-65mesh product) 

Yield Chemical Components (%) Recovery 
만oducts 

(wt.%) (~TiÜz%) Ti02 Fe Si02 Ah03 CaO Na20 K20 

Conc. 5.01 34.01 32.01 11.50 2.55 3.50 0.57 0.06 31.67 

Middling 6.95 21 .62 28.91 18.23 5.46 6.27 0.62 0.09 59.60 

Tailing 35.11 2.07 12.43 49.08 11.46 11.64 2.01 0.59 73.11 

Slime 52.93 2.73 19.79 46.32 11 .55 10.22 1.45 0.48 100.0 

Total 100 5.38 18.45 43 .59 10.64 10.11 1.54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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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haking Table을 이용한 비충실험 

Vanner에 의한 실험결과를 기초로하여 비중선별에 대한 티타늄 정제의 최 

적 처리공정을 얻기위하여 Shaking Table에 의한 비중실험을 수행하였다. 

Shaking Table은 광물의 비중선별 실험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중의 하나이 

다. 본 실험에서는 Vanner에 의한 실험과 마찬가지로 Table 반의 경사와 충정 

거리 및 횟수(stroke length & frequency) 등은 많은 예비실험을 통해 얻은 최 

적 조건으로하고r 중광물과 경광물의 분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의 공급 

량과 시료의 급광량 그리고 입도크기 등에 대한 조건변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가. 물의 공급량 변화 

Fig. 24는 시료입도 48mesh, 충정거리 및 횟수 O.9cm와 372rpm의 실험조건 

에서/ 비중선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물의공급량에 따른 Ti02 품위 및 

회수율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Shaking Table을 이용한 광물의 비중선별 실험 

에서 공급되는 물의량은 목적 광물의 품위와 회수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실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의 공급량이 적은 9 Q/min. 에서는 Ti0 2 

품위가 41.97% 이지만 물의 공급량이 증가하면 Ti02 품위도 다소 증가하여 11 

Q/min. 에서는 43.42%를 그리고 15 Q/min. 에서는 44.79% 까지 증가한다. 그러 

나 이때 Ti02 회수율은 물의 공급량 9 Q/min.에서 43.17% 이던 것이 15 Q/min. 

에서는 36.41로 약 6.76%나 감소하여/ 물의 공급량이 증가하면 Ti02 품위는 증 

가하나 회수율은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비중이 큰 중광물과 비중이 낮은 경광물의 분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물의 공급량이 적을 경우 Ti02의 회수율은 높으나 품위가 낮은 이유는/ 

물의 공급량이 적으면 중광불과 경광물이 효과적으로 분리되지 않아 상당량의 

경광물이 중광물로 회수되었기 때문이다. 즉/ 물의량이 너무 적으며 비중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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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광물의 일부가 물의흐름 영향을 충분히 받지 못해 경과물의 회수대로 이동하 

지 못하고 중광물로 회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의 공급량이 많아지변 경광물 

의 대부분이 물의 영향을 충분히 받게되어 경광물 회수대로 이동하게 되기 때 

문에 정광물의 Ti02 품위는 증가하나/ 이때 일부의 중광물이 물의 공급량이 많 

아지면서 비선택적으로 경광물 회수대로 이동되어 Ti02 회수율은 감소하게 되 

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실험결과를 종합해 볼 때 Shaking Table을 이용한 비중선별의 

경우 최적 물의 공급량은 Ti02 품위와 회수율을 고려할 때 11 Q /min.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이보다 물의 공급량이 많아지면 Ti02 회수율이 감소 

하고l 이보다 물의 공급량이 적어지면 Ti02 품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나. 시료의 급랑량 변화 

Fig. 25는 앞의 실험에서 최적 실험조건으로 확인된 물의 공급량 11 Q/min. 

에서 y 시료의 급광량이 비중선별 실험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시료의 

급광량을 200g/min.에서 350g/min. 까지 변화하며 실험한 결과이다. 

실험결과 정광의 Ti02 품위는 시료의 급광량 200g/min.과 250g/min.에서는 

각각 43 .54%와 43.42%로 거의 변화가 없지만r 시료의 급광량 300g/min.과 350 

g/min.에서는 각각 41.01 %과 37.31 %로 감소되어 시료의 급광량이 250g/min .보 

다 많아지면 Ti02 품위가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료의 급광량 변 

화에 따른 Ti02 회수율은 시료의 급광량 200g/min.에서 41.78% 그리고 

350g/min.에서는 41 .54%로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시료의 급광량 증가와 함께 Ti02 품위는 감소하나 Ti02 회수율에 

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는 본 비중선별기의 처리용량 한계로 시료의 급광량 

이 250g/min.보다 많아지면 상당량의 시료가 선별처리되지 못하고 중광물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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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지면 250g/min.보다 급광량이 시료의 이동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대로 

Ti0 2 품위는 감소하나/ 이때 또한 선별효율이 나빠 일메나이트의 일부가 경광물 

로 처리되어 회수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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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급광량 변화실험 결과 시료의 급광량은 비교적 Ti02 품위와 회수율 

이 높은 250gjmin.이 가장 효과적 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보다 시료의 급광 

량이 많아지면 Ti02 회수율은 변화가 없으나 품위가 감소하기 때문에 효과적이 

지 못하며 I 250gjmin.보다 시료의 급광량이 적으면 뚜렷한 Ti02의 품위향상 없 

이 처리용량만 감소되어 효과적이지 못하다. 

다. 압도크기 변화 

Fig. 26과 Table 24는 비중선별 실험에서 시료의 입도크기가 Ti02 품위와 

회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입도크기를 28mesh에서 100mesh 까 

지 변화하며 실험한 결과로써I 실험조건은 전과동일하며 시료의 급광량은 

25gjmin. 으로 하였다 

입도크기에 따른 실험결과 Ti02 품위는 28mesh 이하로 제조된 시료가 

34.14%로 가장 낮지만 입도가 작아지면서 점차 증가하여 48mesh 업도에서는 

44.20%를 그리고 65mesh 입도에서는 45.44% 까지 증가하여 I 28mesh 업도보다 

각각 10.06% 와 11.30% 정 도 더 높다. 그러 나 Ti02 회 수율은 48mesh 업 도가 

41 .97%로 가장 높고 이보다 입자가 크거나 작아지면 모두 감소하여 I 28mesh 업 

도에서는 37.38%를 그리고 100mesh 입도에서는 31.84%로 48mesh 입도보다 각 

각 4.59%와 10.13%나 더 낮다. 

실험결과 입도가 작아지면서 Ti0 2 품위가 증가한 것은 앞에서 언굽하였듯 

이 입자가 작을 수 록 단체분리도가 향상되었기 때문이고， 이때 Ti02 회수율이 

감소한 것은 비중선별이 어려운 미립자가 많아 상당량의 일메나이트 광물이 

Slime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도크기에 따른 Ti02 품위의 경우 

28mesh에서 38mesh 까지는 34.14%에서 35.86%로 1.72% 밖에 변화지 않지만 

48mesh 에서는 Ti02 품위가 41 .97%로 35mesh 입도보다 무려 6.11%나 증가하 

여 48mesh 입도에서 Ti02 품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i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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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Effeciency of Separation by Variation of Particle Size of Feed 

Recovery (%) Products of CONC. (%) Particle size 
(rnesh) Ti0 2 Ti02 Fe Fe (wt.) 

10.20 37.38 32.05 34.14 5.89 -28 

10.57 38.59 33.77 35.86 5.79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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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도 48mesh 까지는 증가하고 이보다 입도가 작아지면 다시 감소하는데/ 

이와같은 이유는 시료의 단체분리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48mesh 보다 큰 입도에서 Ti02 품위가 낮은 이유는 입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체분리가 않된 시료가 많아 이들의 상당량의 정광으로 회수되지 못했 

기 때문이며， 48mesh 입도에서는 어느정도 단체분리가 이루어져 선별효율이 높 

아 Ti02 품위가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작은 65mesh와 100mesh 입도에 

서 더 이상의 뚜렷한 품위향상이 없는 것은r 이미 48mesh 입도에서 단체분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입도크기에 따른 Ti02 회수율도 단체분리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48mesh 

보다 큰 28mesh와 35mesh 입도에서는 단체분리가 않된 업자의 일부가 맥석으 

로 처리되어 회수율이 낮은 것이다. 그리고 48mesh 보다 작은 65mesh와 

100mesh 입도에서 Ti02 회수율이 낮은 것은 업자가 작을 수 록 비중선별 처리 

가 어려운 미립자가 많아져 상당량의 일메나이트 광물이 Slime로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중선별의 경우도 단체분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가장 큰 

입도가 Ti02 품위와 회수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입도크기에 따라 정광으로 회수된 Fe 성분의 함량 및 회수율의 경우r 입도에 

따라 Ti02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지만 변화폭이 크지 않으며 Fe 회수율은 

11% 미만으로 매우 낮은 특성을 보인다. 즉， 28mesh 입도에서 Fe 함량이 

32.05%로 가장 낮고 48mesh 입도에서는 34.17%를 그리고 100mesh 입도에서 

34.99%로 가장 높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으며， Fe 회수율은 28mesh 입도에서 

10.20%로 가장 높고 48mesh 입도와 100mesh 업도에서 각각 9.60%와 7.13%로 

감소하지만 큰 폭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Ti02 근원광물이 일메나이트이기 때문에 정광의 Ti02 회수율이 높으면 Fe 

성분의 회수율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본 실험결과 모든 입도 크기에서 

Fe의 회수율이 11% 미만으로 매우 낮다. 이와같은 이유는 원광중 Ti02 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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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로 매우 낮고 Fe가 18.45% 이므로 Fe 성분의 대부분이 일메나이트 보다는 

다른 맥석광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중이 높은 정광으로 회수된 산물 

의 Ti02 품위가 높으면y 일메나이트 이외의 Fe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다른 맥석 

광물들은 상당량 제거되기 때문에 Fe의 회수율은 낮은 것이다. 즉/ 정광중 Fe 

함량은 Ti02 품위와 비례하지만 회수율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비중선별 실험결과 입도크기에 따라 정광으로 회수된 Ti02의 회수율은 

48mesh 입도가 41.97%로 가장 높으나y 상당량의 Ti02가 손실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ig. 27과 Table 25는 Middling 2 까지를 정광으로 회수할 경우 

정광의 품위와 회수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같이 정광의 

Ti02 품위 가 다소 감소하더 라도 높은 회 수율을 위 해 Middling 2 까지 를 정 광으 

로 회수한 이유는/ 제철소 용광로의 고로와 같이 Ti02 품위가 18% 이상만되어 

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용도를 위해서는 

Ti02 품위는 다소 낮더라도 회수율은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Middling 2 까지 정광으로 회수할 경우 Fig. 27과 같이 Ti02 품위는 28mesh 

입도에서 14.43%로 가장 낮지만 입도가 작아질수록 점차 증가하여 48mesh 입 

도에서는 24.31 % 그리고 100mesh 업도에서는 34.65%로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Middling 2를 정광으로 회수하지 않은 전 실험에 비해 Ti02 품위가 

10-20% 정도 감소한 것이다. 이때 Ti02 회수율은 28mesh 입도에서 79.18% 그 

리고 48mesh와 100mesh 업도에서 각각 74.06%와 53.58%로 Middling 2를 회수 

하지 않았을 때 보다 약 20-30%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i02를 

제련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Ti02 품위가 적어도 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Ti02 회수율을 고려하여 티타늄 정제법을 선택 및 개발하여야 할 것이 

다. 

실험결과를 종합해 볼 때 최적처리 입도는 Ti02 회수율에 중요성을 둔다면 

48mesh 입도가 효과적이지만y 본 연구의 최종 목표가 티타늄 제련에 필요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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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알수 입도가 가장 효과적임을 65mesh 있으므로 Ti0 2 정광의 생산에 품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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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Result on Recovery of Ti Minerals by varying the Feed Sizes 

Top Size I Products Yield 
(wt. %) 

28rnesh 

35rnesh 

48rnesh 

65rnesh 

l 00rnesh Mi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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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과 Fig. 29는 Table 25의 입자크기에 따라 회수된 각 산물에 대한 

Ti02 함량과 분포율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립에 

서 알 수 있듯이 업자가 클수록 Conc.(정광) 및 Middling 2의 Ti02 품위가 낮 

고 업도가 작을 수 록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Tailing과 Slirne은 입도가 

작을 수 록 산출율은 많아지나 Ti02 품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업도가 작아질 수 록 Ti02 성분은 정광(Conc.) 혹은 중광(Middling 2)으로 크게 

이동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업도크기에 따라 회수된 각 산물의 Ti02 품위 및 분포율은 업자 

가 작을 수 록 정광의 Ti02 품위는 증가하지만 정과의 분포율이 낮아 회수율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Middling 2의 경우는 입도가 클 수 록 Ti02 품위 

는 낮지만 Ti02 분포율은 높아 상당량의 Ti02가 회수되지 못하고 맥석으로 처 

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높은 Ti02품위와 회수율을 얻기 위해서는 입도조절 

이 매우 중요한 실험인자인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6에서 Table 30까지는 입도크기에 따라 회수된 각 산물들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이는 어떤 광물들이 각 산물로 회수되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Table 26은 28rnesh 입도에 대한 비중실험 결과에서 회 

수된 각 산물들의 성분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Ti02와 Fe 성분은 Conc.에서 가장 높고 Tailing에서 가장 낮아 각 

산물에 대한 성분함량 변화가 서로 비례하지만y 나머지 SiOι Ah03, CaO, Na2。

그리고 K20 성분은 이와반대로 Conc.에서 가장 낮고 Tailing에서 가장 높아 

Ti02와 Fe 함량에 반비례 하는것을 알 수 있다. 이는 Ti02 품위가 높을 수 록 

동일광물속에 구성되어 있는 Fe 함량은 증가하는 것이고/ 이때 상대적으로 맥석 

광물들은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이루고 있는 Si02, Ah03, CaO, Na20 그리고 

K20 성분들은 감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MnO 성분은 회수된 각 산물에 따라 

Ti02 및 Fe 성분과 같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어， MnO 성분은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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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고f MgO 성분은 회수된 산물에 따라 일정한 함 

량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입도크기가 28mesh에서 100mesh로 작아질 수 록 Conc. 중의 Ti02 

품위가 높아져 Fe 함량은 증가하고/ 이와반대로 기타 맥석 구성물들은 점차 감 

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r 입도가 가장 큰 28mesh에서 Ti02와 Fe 성분 

함량이 각각 31.14%와 32.05%로 가장 낮을 때 f Si02와 Ah03는 각각 11 .47%와 

2.50% 그리고 CaO와 Na20는 각각 3.48%와 0.56%로 가장 높지만/ 입도가 작아 

지면서 Conc.의 Ti02와 Fe 함량이 각각 증가하여 100mesh 입도에서는 Si02와 

Ah03가 각각 2.50%와 0.82% 그리고 CaO와 Na2Ü는 각각 0.50%와 0.53% 가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입도가 작아 질 수 록 Middling 1과 Tailing 중의 Ti02와 

Fe 성분은 높아지고 기타 맥석구성물인 Si02, Ah03f CaO 그리고 Na20등의 성 

분 함량이 증가하여 Ti02의 회수율은 감소하게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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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Trends of Grade and Recovery of Ti02 by varying the Particle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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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Trends of Grade and Recovery of Ti02 by varying the Particle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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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Chemical Analysis of each Product (-28mesh) 

Yield 
Chemical Components (%) 

싼oducts 
(wt. %) 

Ti02 Fe SiÜ2 A1~3 Cao Na20 Kt。 MgO MnO 

Conc. 5.89 34.14 32.05 11 .47 2.50 3.48 0.56 0.06 1.06 0.54 

Middling 2 23.62 9.59 24.59 34.93 5.63 9.52 0.77 0.23 3.19 0.44 

Middling 1 29.85 1.55 18.44 48.17 8.81 11.40 1.26 0.57 2.73 0.20 

Tailing 30.97 1.54 11.28 50.78 16.46 10.70 2.61 0.65 2.03 0.14 

Slime 9.67 1.90 18.20 47.18 14.86 9.69 1.41 0.46 3.11 0.25 

Total 100.00 
」

Table 27. Chemical Analysis of each Product (-35mesh) 

Yield 
Chemical Components (%) 

Products 
(w t. %) 

Ti02 Fe SiÜ2 AhÜ3 CaO Na20 K20 MgO MnO 

Conc. 5.79 35.86 33.77 9.87 2.28 2.57 0.56 0.06 0.85 0.50 

Middling 2 14.87 13.49 26.59 29.60 4.79 8.95 0.65 0.17 2.37 0.44 

Middling 1 26.26 1.61 19.62 48.36 7.25 11.42 0.99 0.45 3.22 0.27 

Tailing 41.43 1.49 12.04 50.03 15.10 10.63 2.34 0.66 2.31 0.15 

Slime 11.65 2.22 20.61 44.56 14.05 10.55 1.52 0.45 3.09 0.29 

Total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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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다lemical Analysis of each Product (-48mesh) 

Yield 
Chemical Components (%) 

Products 
(wt. %) 

Ti02 Fe Si02 Ah03 CaO Na20 K20 MgO MnO 

Conc. 5.20 43.42 34.17 4.10 1.70 1.29 0.53 0.06 0.53 0.46 

Middling 2 11.19 15.43 27.62 26.50 4.56 7.80 0.62 0.16 2.19 0.44 

Middling 1 23.40 1.60 20.55 48.00 6.52 11 .54 1.06 0.43 3.12 0.29 

Tailing 44.95 1.50 12.80 49.10 14.99 11.40 2.13 0.61 2.44 0.18 

Slime 15.26 2.24 19.80 46.60 11.62 8.83 1.56 0.49 3.05 0.28 

Total 100 

Table 29. 다emical Analysis of each Product (-65mesh) 

Yield 
Chemical Components (%) 

prαiucts 
(wt.%) 

Ti02 Fe Si02 Ah03 CaO Na20 K20 MgO MnO 

Conc. 4.79 44.20 34.85 3.11 1.59 1.18 0.53 0.06 0.40 0.47 

Middling 2 8.71 18.20 28.75 24.56 4.01 6.59 0.58 0.11 1.45 0.49 

Middling 1 16.23 2.53 24.11 45.53 5.95 10.74 0.99 0.39 2.84 0.31 

Tailing 53.48 1.51 13.29 49.01 13.80 11.17 1.96 0.57 2.73 0.19 

Slime 16.79 2.74 19.42 45.90 11.13 10.51 1.53 0.56 2.95 0.27 

Tota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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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0. 다emical Analysis of each Product (-100mesh) 

Yield 
Chemical Components (%) 

Pro여ducts 
(w t. %) 

Ti02 Fe Si02 Ah03 Cao Na20 K20 MgO MnO 

Conc. 3.77 45.44 34.99 2.50 0.821 0.50 0.53 0.05 0.48 0.47 

Middling 2 4.55 25.71 29.15 20.16 3.12 2.25 0.56 0.07 0.85 0.50 

Middling 1 7.88 6.20 25.64 40.78 5.57 10.24 1.00 0.31 2.90 0.44 

Tailing 60.31 2.26 15.76 47.02 13.18 10.85 1.06 0.50 2.73 0.22 

Slime 23.49 2.75 18.22 46.88 8.84 11.25 1.75 0.60 2.69 0.22 

Tota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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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력선별 실험 

3-1. 영구자석률 이용한 티타늄정제 셜험 

티타늄을 구성하고있는 일메나이트 광물은 강한 자성을 띄고 있어 자력선 

별기를 이용하면 맥석광물로 부터 쉽게 분리 할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건식 영구자석 인 High-Force Magnetic Seperater을 

이용한 티탄늄 정제실험을 수행하였다. 

앞의 실험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자력선별기는 Nd-Fe-B의 희토류합금으로 

제조된 자석 Roll과 자성을 띄지않은 R이l( Idle roll )이 벨트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급광장치로부터 공급되는 시료는 자성을 띄지않은 Roll의 상단에 공급되 

어 Roll의 회전에 의해 벨트를 타고 자석 Roll로 이동되며r 이곳에서 시료중 자 

성물과 비자성물이 분리되게 된다. 

JJ. RolI Speed 

Fig. 30과 Table 31은 본 자력 선 별 기 의 Roll Speed가 티 타늄 정 제 에 미 치 는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입도크기는 8mesh이하로 제 

조된것이다. 자석 Roll Speed의 변화에 따른 실험결과 100rpm에서 Ti02와 Fe의 

품위가 각각 7.31%와 20.33%로 가장낮지만 Roll Speed7} 증가하므로 아주 미미 

하게 증가하여 160rpm에서는 8.67%와 22.15%로 그리고 200rpm에서는 8.80%와 

22.61%로 증가함을 알수있다. 

자석 Roll Speed의 변화에 따른 Ti02와 Fe 회수율은 이 와반대로 100rpm에 

서 각각 93.98% 와 76.22%로 가장 높고I Roll Speed7} 증가하므로 다소 감소하 

여 160 rpm 에서는 92.39%와 68.83%로 그리고 Roll Speed7} 가장 빠른 

200rpm 에서는 88.12%와 65 .94%로 감소하게 된다. 이와같이 자석 Roll Spee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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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Roll Speed7} 빨라질 미치는 영향을 품위와 회수율에 Ti02와 Fe의 

Roll의 원심력을 입자들이 자석 입자들과 자성이 약한 맥석 

받아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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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Result on Dry Magnetic Separation by varying the Roll Speed 

Roll Spped I 
Products of CONC.(Non-MAG.) Recovery 

(rpm) 
(wt. %) Ti02(%) Fe(%) Ti02(%) Fe(%) 

100 69.17 7.31 20.33 93.98 76.22 

120 67.37 7.44 20.49 93.17 74.82 

140 66.06 7.57 20.57 92.95 73.65 

즉f 단체분리가 않된 업자와 자성이 약한 업자가 Roll Speed 100rpm에서 

자성 산물로 회 수되 었다 하더 라도/ 자석 Roll Speed가 점 차 증가하면 자성 이 약 

한 광물의 순으로 자석 Roll로부터 탈리되어 비자성물로 회수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자석 Roll Speed7} 빨라질 수 록 자성이 강한 산물이 자성물로 회수되게 

되는 것이다. 

실험결과를 분석해보면 Ti02와 Fe의 품위 및 회수율이 Roll Speed의 변화 

에 큰 영 향을 받지 않지 만 Roll Speed 160rpm에 서 는 미 미 하지 만 Ti02와 Fe의 

품위 향상 있고I 그 이상의 Roll Speed에서는 더 이상의 뚜렷한 품위향상 없이 

회수율만 감소하기 때문에 Roll Speed는 160rpm이 가장 효과적 임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본 자력선별기를 이용한 실험 결과 최적 Roll Speed ~ 160rpm에서 

Ti02 회수율은 90%로 매우 높지만 품위는 8.67%로 매우 낮아/ 본 자력선별기에 

의한 티타늄광 정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이유는 본 자력 

선별기가 자력이 간한 영구자석으로 되어있어 자장의 세기변화가 불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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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02 근원광물인 일메나이트 이외의 자성을 띄는 맥석구성물을 모두 자성물로 

회수하기 때문이다. 

시료의 광물감정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상당량의 Fe 성분이 일메나이트 이외 

의 자성을 띄는 각섬석/ 녹니석y 휘석 그리고 자철광으로부터 온 것이 확인되어 

자장의 세기변화가 불가능한 본 자력선별기로는 Ti02 품위를 높이는에 한계가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이유 때문에 자성산물중 Ti02 회수율은 90% 이 

상으로 높으나 Fe 회수율은 70% 내외로 낮아， 상당량의 Fe 성분이 일메나이트 

이외의 광물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나. Splitter Position 

Fig. 31과 Table 32는 자석 Roll 부위에서 자화가 이루어진 시료가 자석 

Roll의 회전 원심력에 의해 자성물과 비자성물로 분리될 때/ 회수대의 위치변화 

가 티 타늄 정 제 에 미 치 는 영 향을 관찰하기 위 하여 Splitter Position을 -1에 서 2 

까지 변화하며 실험한 결과이다. 즉/ 업자크기와 업자들의 자화율에 따라 자석 

Roll로부터 닥하되는 거리가 다른데 r 본 연구는 이 낙하거리에 따른 Ti02 정제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Splitter Position이 자석 Roll 밑의 중앙(0)으로부터 좌측으로 -1되 

는 지점에 위치할 경우 Ti02와 Fe 품위는 각각 8.22%와 21.14%를/ 그리고 보다 

강한 자선산물의 회수를 위해 Splitter Position의 위치를 우측으로 이동하여 2 

지점에 위치할 경우에는 Ti02와 Fe 품위가 각각 9.05%와 24.77%를 나타내어 

Splitter Position에 따라 뚜렷한 품위향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Splitter Position에 따른 Ti02와 Fe의 회수율은 Splitter Position -1 지점 

에서 각각 93.23%와 70046%로 가장 높지만 이보다 우측으로 위치 할 수 록 다 

소 감소하여 Splitter Position 1에서는 각각 90.95%와 68 .19%로/ 그리고 Spl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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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회수율이 rl 0 '-'a ,'C 위치할 지점에 2 이동하여 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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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Result on Dry Magnetic 용paration by varying the Splitter Position 

-1 

Roducts of CONC.(Non-MAG.) 

(w t. % ) I Ti02(%) I F，머%) 
61 .49 8.22 21.14 

Recovery 

Ti0 2(%) I Fe(%) 

93.23 70.46 

본 자선기의 경우 다른 광물의 처리시 Splitter Position의 위치에 따라 목 

적광물의 품위와 회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본 시료의 경우는 Splitter 

Position 2되는 지점에서만 약간의 Ti02 회수율의 감소가 있을뿐 뚜렷하게 실험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시료를 구성하고 있는 맥석물들 

의 상당량도 비교적 강한 자성산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 자선기의 

Splitter Position을 아무리 크게 변화하여도 일메나이트 광물과 효과적으로 분 

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자선기를 이용한 실험결과 Ti02의 회수율은 90% 이 

상으로 높지만 품위는 9% 내외로 매우 낮은데/ 이는 Ti02를 구성하고 있는 일 

메나이트 광물이 강자성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수율은 높지만/ 본 자선기가 

강한 자성을 띄는 영구자석이고 또한 맥석물의 상당량이 상자성체로 되어있어 

Ti02 품위는 낮은 것이다. 

Splitter Position에 대한 실험결과 전체적으로 Ti02의 품위가 낮아 티타늄 

광 정제에 효과적이지는 못하지만 Ti02 품위와 회수율을 고려하여 최적조건을 

선택한다면 Splitter Position이 1인 지점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이유는 

Splitter Position이 이보다 좌측으로 위치하면 뚜렷한 Ti02 회수율의 증가없이 

Ti0 2 품위만 감소하고 이보다 우측으로 위치하면 뚜렷한 품위향상 없이 회수율 

만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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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eed Rate 

이용한 티타늄정제 실험에서 시료의 Fig. 32와 Table 33은 본 자력선별기를 

급광량을 시료의 위하여 관찰하기 영향을 미치는 정제에 티타늄 급광량이 

급광량변화 700g/min.에서 1300g/min. 까지 변화하며 실험한 결과이다. 시료의 

가장 많은 급광량을 범위에서 미치지 않는 영향을 i크 
'-실험은 품위와 회수율에 

얻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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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Result on Dry Magnetic Separation by varying the Feed Rate 

摩-m 

Products of CONC. (Non-MAG.) Recovery 

(wt.%) 

55.93 

Ti02(%) 

8.87 

쩌
-
지
 

힘
-
강
 

Ti02(%) 

92.22 

」

/
-
m

。
/
-Q/ 뻐

-
%
 

시료의 급광량 변화 실험결과 Ti02와 Fe 품위는 700g/rnin.에서 각각 8.87% 

와 22.73%를 그리고 900g/rnin.에서 각각 8.77%와 22.55%를 나타내어 시료의 

급광량 900g/rnin. 까지는 Ti02와 Fe의 품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료의 급광량 1100g/ rnin.에서는 Ti02와 Fe의 품위가 각각 

7.74%와 20.95%로 감소하여/ 미미하기는 하지만 시료의 급광량이 1100g/rnin. 

이상이 되면 품위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시 료의 급광량변화에 따른 Ti02와 Fe 회 수율은 700g/rnin.과 900g/rnin .에 

서 각각 92.22%와 68.90% 그리고 90.94%와 68.19%로 뚜렷한 변가가 없지만， 이 

보다 시료의 급광량이 많아지면 다소 감소하여 시료의 급광량 1300g/ rnin.에서 

는 Ti02와 Fe의 회수율이 각각 86.28%와 66.55% 까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본 자력선별기의 최대 급광량은 Ti02 품위와 회수율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900g/rnin.가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시료의 급광량이 적정 이상으로 많아질 경우 즉， 900g/rnin. 보다 

많아지면 Ti02 품위와 회수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본 기기의 처리용량 한계로 

자성물과 비자성물이 효과적으로 분리되지 못하여 맥석의 일부가 정광으로(자성 

산물)회수되고 또한 장성산물(일메나이트)의 일부가 비자성 산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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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leaning Times 

여 
。품위와 회수율에 미치는 정 선횟수가 Ti02와 Fe의 Fig. 33과 Table 34는 

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정선횟수를 0에서 3까지 변화하며 실험한 결과로써/ 실험 

조건은 앞에서 규명된 최적조건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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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Result on Dry Magnetic Separation by varying the Cleaning Times 

Cleaning Products of CONC.(Non-MAG.) Recovery 

(t에time않s) (wt.%) Ti02(%) Fe(%) Ti02(%) F머%) 

0 55.79 8.77 22.55 90.94 68.19 

1 54.33 8.94 23.11 90.28 68.05 

2 52.49 9.22 23.49 89.95 66.83 

실험결과 Ti02와 Fe 회수율의 경우 정선횟수에 거의 영향을 받지않지만 품 

위의 경우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정선횟수가 많아지므로 다소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정선을 하지 않았을 때 Ti02와 Fe의 회수율은 각각 90.94%와 

68.19%를 그리고 정선 3회에서는 각각 89.87%와 65.99%로I Ti02와 Fe의 회수율 

이 정선을 하지 않았을때보다 각각 1 .07%와 2.20% 밖에 감소하지 않는다. 그러 

나 Ti02와 Fe 품위는 정선을 하지 않았을 때 각각 8.77%와 22.55% 이지만 정선 

회수가 많아지므로 미미하게 증가하여 정선횟수 3회에서는 각각 9.44%와 

23.77% 로/ 정선을 하지 않았을 때 보다 각각 0.67%와 1.22% 정도 증가 하였다. 

이와같이 정선 횟수가 증가할 수 록 미미하기는 하지만 Ti02와 Fe의 품위 

가 향상된 것은 자선산물로 회수되었던 일부의 비자성 산물이 정선과정에서 제 

거되었기 때문이고/ 정선회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Ti02의 회수율이 거의 감소 

하지 않은 것은 일메나이트 광물이 강한 상자성 광물이기 때문에 정선과정에서 

거의 손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선횟수의 증가에 따라 Ti02보다 Fe의 

회수율이 더 감소하는데/ 이는 일메나이트광물보다 Fe를 구성하고 있는 맥석광 

물들의 자성이 더 약해 일메나이트 광물보다 쉽게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건식 자력선별 실험결과 Ti02의 회수율은 거 의 90% 이상이지만 Fe 회수율 

은 70%정도로 낮은더L 이는 Ti02의 대부분은 일메나이트 광물로부터 온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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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Fe성분은 일메나이트와 다른 맥석광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메나 

이트보다 자성이 약한 맥석광물들의 제거율이 높으므로 상당량의 Fe 성분이 제 

거되었기 때문이다. 

마. Deslime 

일반적으로 건식 자력선별의 경우 업자크기가 정광의 품위와 회수율에 매 

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입도가 너무 크면 업도범위가 넓으면 자 

력에 의한 영향이외에 입자의 중량에 의한 영향을 크게받아 효과적인 선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I 또한 업자가 너무 작으면 미립자에 의한 나쁜 영향을 

받게된다. 즉y 습식 자력선별과는 달리 건식 자력선별에 있어서 미립자는 자성 

을 띄는 물질이라도 자기장 내에서 자화가 어렵고 자화가 된다 하더라도 입자 

간의 응집과 간섭에 의해 선별효율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건식자력선별 실험 

에 있어서 자선효율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립자의 제거입도에 따른 실 

험을 수행하였으며/ 이에대한 결과는 Fig. 34와 Table 35에 나타나 있다. 

먼저 본 자력선벽기를 이용한 티타늄광 자력선별 실험결과 Deslime은 Ti02 

와 Fe의 품위와 회수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I Ti02와 

Fe 품위의 경우 Deslime을 하지 않았을 때 각각 9.44%와 23.77%에서 Deslime 

업도 2。이nesh 에서는 각각 9.68%와 24.11%를 나타내어 I Deslime이 Ti02와 Fe 

의 품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Deslime에 따른 Ti02와 Fe 

의 회 수율도 Deslime을 하지 않았을 때 각각 89.89% 와 65.99% 에 서 Deslime 입 

도 200mesh 이서는 각각 89.42%와 64.94를 나타내어/ 본 시료의 경우 Deslime 

이 티타늄의 품위와 회수율 모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식 자력선별의 경우 단체분리가 이루어진 입도에서 Deslime은 

목적광물의 품위와 회수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본 실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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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보 
'---않는데/ 이는 미치지 영향을 거의 품위와 회수율에 우 Ti02와 Fe의 

자성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강한 비교적 맥석구성물이 기타 구성물과 티타늄 

영구자석이기 때문이 없는 며/ 또한 본 자력선별기는 자력의 세기를 조절할 수 

미치지 않으므 거의 영향을 경우 Deslime이 자선효율에 실험의 본 다. 따라서 

로 Deslime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처리용량과 회수율을 고려하여 바람직 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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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Result on Dπ Magnetic 동paration by varying the Slime Existence 

Deslime 

% 
-m 

-
때
 
-
때
 

50.13 

49.95 

49.89 

49.70 

9.55 

9.61 

9.63 

9.68 

23.91 

23.98 

24.03 

24.11 

88.99 

89.23 

89.31 

89.42 

64.96 

64.92 

64.98 

64.94 

삐 •• Parlicle Size 

광물의 선별처리 실험에서 입자크기는 선별효율과 회수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건식 자력선별의 경우 입자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단체분 

리 뿐만아니라 자화율과 입도크기에 따른 중량에 의해 선별효율에 나쁜 영향을 

받으므로， 최적 선별조건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입도크기에 대한 연구 규 

명이 이루어 져야 한다. 

Fig . 35와 Table 36은 본 자력선별기를 이용한 티타늄 정제실험에서 입도 

크기가 Ti02와 Fe의 품위와 회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입도크기 

를 4mesh에서 100mesh 까지 변화하며 실험한 결과이다. 실험조건은 전 실험에 

서 최적 조건으로 규명된 RoII Speed 160rpm, Splitter Position 1, Feed Rate 

90g/min. 그리고 Cleaning 3회로 하였다. 

실험 결과 Ti02와 Fe의 품위는 입도크기 4mesh에서 각각 8.14%와 22.57%로 

가장 낮지만/ 이보다 업도가 작은 8mesh 에서는 9.44%와 23.77%로 Ti02와 Fe의 

품위가 각각 0.50%와 1.20%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입도 

가 더 작아지면 Ti02와 Fe의 품위는 오히려 감소하여 100mesh 입도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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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와 19.71%로， Ti02와 Fe의 품위가 가장높은 8mesh 입도보다 각각 2.40% 

와 3 .17%정도 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입도크기에 따른 Ti02와 Fe의 회 

수율도 품위변화와 마찬가지로 입도크기 4mesh에서 각각 87.48%와 64.39%로 

낮지만 14mesh 입도 까지는 미미하게 증가하여 각각 90.67%와 66.54%로 최고 

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보다 입도가 더욱 작아지면 Ti02 회수율은 다시 미미한 

감소를 보이지만， Fe는 계속 증가하여 100mesh에서 72.57%로 가장 높다. 

이와같이 입도크기 8mesh를 기점으로 이보다 입도가 클 경우 Ti02와 Fe의 

품위와 회수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입도가 너무 크면 단체분리가 않된 입자가 

많고 또한 입자가 갖고 있는 중량에 의해 일부의 일메나이트 광물이 자성산물 

로 회수되지 못하고 비자성 산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8mesh 보다 입 

도가 작을 경우에는 단체분리도는 향상되지만 미립자의 생성이 많아 이들이 자 

력선별에 나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즉r 건식 자력선별의 경우 처리업자가 

너무 작으면 입자가 자기장 내에 있다 하더라도 자화가 어렵고 또한 자화가 이 

루어 진다하더라도 미립자의 전기적인 응집특성 때문에 분리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도크기에 대한 실험결과 최적 입도크기는 Ti02와 Fe의 품위 

가 가장 높고 비교적 회수율도 높은 8mesh 입도임을 알 수 있다. 

실험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처리법은 티타늄 정제에 효과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자력선별기 (High-Force Magnetic Seperator)가 비교적 자장이 

강한 영구자석이고f 일메나이트 이외의 맥석구성물의 상당량이 자성체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자장이 강한 일메나이트와 이보다 자성이 다소 약한 맥석광물들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자장의세기 변화가 가능한 전자석이 용이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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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1e 36. Resu1t on Dry Magnetic Separation by varying the Feed Size 

Particle size 

(-mesh) 

4 

14 

48 

100 

Products of CONC.(Non-MAG.) 

(w t.%) 

52.64 

52.96 

59.86 

67.93 

Ti02(% ) Fe(%) 

8.94 

9.21 

8.11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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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 

23.18 

21 .18 

19.71 

Recovery 

Ti02(%) 

87.48 

90.67 

90.24 

88.89 

Fe(%) 

64.39 

66.54 

68.72 

72.57 



3-2. 건식 전자석에 의한 티타늄정체 힐혐 

앞에서 언급된 영구자석에 의한 티타늄광 정제실험 결과 선별 효율이 매우 

저조함을 확인 하였다. 이는 본 실험에 사용된 자력선별기가 자력이 강한 영구 

자석이고/ 티타늄의 근원광물인 일메나이트와 맥석 구성물의 상당량이 자화율은 

다르지만 자성을 띠고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력의 강도 조절이 

가능한 Cross Belt Type의 건식 자력선별기를 이용하여 일메나이트와 기타 맥 

석광물들에 대한 선별실험을 수행하였다. 

티타늄 근원광물인 일메나이트는 강한 자성체이고 맥석물들은 이보다 자성 

이 약하기 때문에l 본 연구에서는 각 입도 크기에 따른 자력의 세기변화 실험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본 실험에서 규명된 최적 입도와 자력의 세기에서 

급광량의 변화I 정선횟수 그리고 Deslime둥이 실험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 

다. 

가. Magnetic Intensity 

건식 자력선별 실험에서 입자의 크기는 선별 효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각각의 입도크기에 대한 자장강도 변화실험을 수 

행하였다. 이와같이 각각의 입도 크기에 대한 자장의 강도변화 실험을 수행한 

이유는 입도의 크기에 따라 최적 선별효율을 갖는 자장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 

이다. 

Fig. 36에서 Fig. 39까지 그리고 Table 37에서 Table 44 까지는 각 입도크기 

에 대한 자장 강도변화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결과 모든 입도에서 있 

어서 자력의 세기가 약할수록 Ti02와 Fe의 회수율은 낮고 자력의 세기가 클 수 

록 Ti02와 Fe의 회수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지만I 입도가 4mesh에서 

65mesh로 점차 작아질수록 최대 Ti02와 Fe의 회수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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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리고 입자크기 4mesh, 8mesh, 14mesh, 20mesh 그리고 28mesh는 자력 의 

세기가 30Ampere에 도달되면 Ti02와 Fe 회수율이 이미 최대치에 이르고/ 이보 

다 높은 자력의 세기는 더 이상의 회수율의 증가 없이 Ti02와 Fe의 품위만 감 

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입도가 작은 48mesh와 65mesh 입도 

에서는 Ti02와 Fe 회수율의 최대값이 40Ampere에서 이루어져 입도가 작을수록 

자력의 세기가 강해야 충분한 Ti02와 Fe를 회수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입도가 작을 수 록 자기장 내에서 자화율이 낮고 자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미립자의 응집특성 및 간섭에 의해 쉽게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Fig. 36에서 4mesh 입도에 대한 자장의 강도변화 실험결과 Ti02와 Fe의 회 

수율은 자장의 세기가 가장 약한 10Ampere에서 각각 22.63%와 21 .58%로 가장 

낮지만 자장의 세기가 증가할 수 록 크게 증가하여 30Ampere에서는 각각 

93.42%와 55.83%로 10Ampere보다 무려 70 .97%와 34.25%나 증가 하였다. 그러 

나 30Ampere 이상에서는 더 이상의 뚜렷한 회수율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Ti02 

와 Fe의 품위만 떨어뜨리기 때문에 자장의 세기가 30Arnpere보다 높으면 선별 

효율에 좋치 않음을 알 수 있다. 

8mesh 업도에 대한 자장의 강도변화 실험도 마찬가지로 10Ampere에서 

Ti02와 Fe의 회수율이 각각 20.17%와 18 .42%로 가장 낮지만 30Ampere에서는 

각각 93 .62%와 57.76%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으며 r 그 이상의 Ampere에서는 

4mesh 이봄에 대한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회수율의 증가없이 Ti02와 

Fe의 품위 만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7에 나타낸 14mesh와 20mesh 업 

도와 그리고 Fig. 38의 28mesh와 35mesh입도의 경우도r 자장의 세기에 따라 거 

의 비슷한 실험결과를 나타내지만 입도가 작아질 수 록 Ti02와 Fe의 최대 회수 

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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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Result on Magnetic Separation by varying the Magnetic Intensity 

(Cross Belt Magnetic Separator , -4mesh product) 

tv1ag. Intensity Yield 다lemic머 Components of CONC Product (%) Recovery(% ) 

(Amper리 (wt.%) Ti02 Fe Si02 Ah03 CaO K20 Na20 TiÜ2 Fe 

10 15.37 7.92 25.90 32.41 5.84 13.75 0.53 0.99 22.63 21 .58 

20 33.81 11.65 24.76 28.73 7.56 13.67 0.62 1.08 73.21 45 .37 

30 45.24 11.11 22.77 29.01 9.97 13.73 0.69 1.19 93.42 55.83 

40 45.24 11 .51 22.39 28.91 10.49 13.69 0.69 1.24 96.77 54.90 

50 53.05 9.77 21 .22 30.45 11.68 14.26 0.71 1.35 96.34 61.01 

Table 38. Result on Magnetic Separation by varying the Magnetic Intensity 

(Cross Belt Magnetic Separator, -8mesh product) 

Mag. Int밍sity Yield Chemical Components of CONC 싼oduct (%) Recovery(%) 

(Anψere) (wt. %) Ti02 Fe Si02 Ah03 CaO K20 Na20 TiÜ2 Fe 

10 13.04 8.32 26.06 31.60 5.89 13.06 0.55 0.99 20.17 18.42 

20 31.19 12.76 25.98 26.11 7.01 12.61 0.60 1.03 73.97 43.92 

30 43.16 11.67 24.69 26.47 9.65 13.63 0.69 1.19 93.62 57.76 

40 45.18 11.22 22.38 27.81 10.76 13.52 0.73 1.27 94.22 54.80 

50 45.43 11.54 23.41 26.01 11.24 13.60 0.73 1.31 97.45 57.64 

Table 39. Result on Magnetic Separation by varying the Magnetic Intensity 

(Cross Belt Magnetic Separator, -14mesh product) 

Mag. Intensity Yield 다lemical Components of CONC Product (%) Recovery(%) 

(Ampere) (wt. %) 
Ti02 Fe Si02 Ah03 CaO K2Ü Na2Ü TiÜ2 Fe 

10 11.68 8.63 26.97 31.84 5.33 12.06 0.60 0.98 18.74 17.07 

20 30.10 13.06 26.07 26.82 7.11 11.76 0.64 1.04 73.07 42.53 I 

30 39.58 12.66 23.53 27.87 9.55 12.07 0.73 1.18 93.14 50.48 

40 42.19 12.29 23.19 27.66 10.38 12.81 0.73 1.25 96.38 53.00 

50 44.42 11.74 22.40 28.82 10.85 12.58 0.76 1.27 96.93 53.9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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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0. Result on Magnetic Separation by varying the Magnetic Intensity 

(Cross Belt Magnetic Separator, -20mesh product) 

Mag. Jntensity Yield Chemic매 Components of CONC Product (%) Recovery(%) 

(Ampere) (w t. %) Ti02 Fe Si02 Ah03 Cao K20 Na20 TiÜ2 Fe 

10 11.02 8.40 27.38 31.95 5.32 11 .59 0.60 0.94 17.21 16.35 

20 26.70 14.31 26.79 26.10 4.31 7.58 0.30 0.69 71.02 38.77 

30 37.25 13.21 25.72 28.19 6.77 8.77 0.55 0.78 91.46 51.93 

40 40.25 12.34 24.70 28.28 8.47 10.11 0.71 0.90 92.66 53.88 

50 40.07 12.53 24.17 29.76 8.91 10.10 0.70 0.90 93.32 52.49 

Table 41. Result on Magnetic Separation by varying the Magnetic Intensity 

(Cross Belt Magnetic Separator, -28mesh product) 

ÞÆag. In따1Si다7 Yield 다lemical Components of CONC Product (%) Recovery(% ) 

(Ampere) (wt. %) Ti02 Fe Si02 AI2Ü3 CaO K20 Na20 TiÜ2 Fe 

10 7.54 6.93 26.86 33.58 5.19 12.10 0.48 0.91 9.71 10.98 

20 23.83 12.89 26.39 27.64 6.93 11.56 0.55 1.03 57.10 34.09 

30 4O.æ 11.18 23.17 27.81 11.01 12.97 0.66 1.34 83.19 50.27 

40 44.26 10.29 22.38 29.81 10.78 12.66 0.66 1.30 84.65 53.69 

50 44 .때 10.58 22.80 29.14 11.17 12.90 0.66 1.33 87.31 54.87 
'----------' • 

Table 42. Result on Magnetic Separation by varying the Magnetic Intensity 

(Cross Belt Magnetic Separator, -35mesh product) 

ÞÆag. Int믿si다r Yield 다lemic매 Compon얹ts of CONC Product (%) Recovery(%) 

(Ampere) (wt. %) 
Ti02 Fe Si02 Ah03 CaO K20 Na20 TiÜ2 Fe 

10 5.32 6.76 25.06 34.81 6.69 12.35 0.60 1.03 6.69 7.23 

20 25.77 11.51 23.04 28.75 9.73 12.23 0.69 1.25 55.13 32.18 

30 43.46 10.04 20.39 30.19 12.23 13.22 0.73 1.45 81.10 48.æ 

40 43.59 10.36 21.44 29.74 12.06 13.14 0.73 1.43 83.93 50.65 

50 43.89 10.49 21 .73 29.31 12.13 13.26 0.73 0.93 85.58 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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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Result on Magnetic Separation by varying the Magnetic Intensity 

(Cross Belt Magnetic Separator, -48rnesh product) 

ag. Int맨sity Yield Chernical Cornponents of CONC. Product (%) Recovery(% ) 

(삶때ere) (wt.%) Ti0 2 Fe Si02 Ah03 CaO K20 Na20 TiQz Fe 

10 3.47 5.74 27.45 37.49 4.52 8.33 0.39 0.76 3.70 5.16 

20 23.11 8.85 22.21 36.52 7.85 8.40 0.22 1.10 38.02 27.82 

30 41.31 8.33 21 .46 37.52 8.35 8.70 0.24 1.17 63.96 48.05 

40 50.21 8.39 20.87 37.41 9.35 9.56 0.64 1.22 78.30 56.80 

50 50.64 8.44 20.89 36.37 9.30 9.63 0.63 1.22 79.45 57.34 

Table 44. Result on Magnetic Separation by varying the Magnetic Intensity 

(Cross Belt Magnetic Separator, -65rnesh product) 

Mag. Int밍sity Yield Chernical Cornponents of CONC. 만oduct (%) Recoveη(%) 

(Arnpere) (wt.%) Ti02 Fe SiQz Ah03 Cao K20 Na20 TiQz Fe 

10 3.08 4.80 26.42 39.56 3.38 7.70 0.18 0.61 2.75 4.41 

20 20.10 7.62 22.85 38.41 6.31 8.05 0.29 1.00 28.47 24.89 

30 42.47 7.14 21 .53 34.25 12.26 12.44 0.66 1.55 56.36 49.56 

40 53.42 7.36 20.27 34.75 12.15 12.53 0.69 1.54 73.08 58.69 

50 53.84 7.54 20.98 33.97 11.23 12.05 0.66 1.40 75.46 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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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I 4mesh에서 Ti02와 Fe의 최대 회수율은 각각 96.77%와 61.01 % 이지만 

20mesh 입도에서는 각각 93.32%와 53.88%로 약 3.45%와 7.13% 정도 감소 되 었 

으며/ 이보다 입도가 더 작은 35mesh에서는 85 .58%와 51.69%로 그리고 입도가 

가장작은 65mesh 입도에서는 각각 75.46%와 58.69% 까지 감소되어y 입도가 

20mesh 보다 작아지면 Ti02와 Fe의 회수율이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입도가 작아질수록 건식 자력선별이 어려운 미립자가 많아 상당량이 맥석으로 

처리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Fig. 39에서 알수있듯이 입도크기 48mesh와 65mesh 에서는 30Ampere 

에서 Ti02와 Fe의 회수율이 각각 63.96%와 48.05% 그리고 56.36%와 49.56%로 

낮고 40Ampere가 되어야 Ti02와 Fe의 회수율이 각각 78.30%와 56.80% 그리고 

73.08%와 58.69%로 거의 최대에 도달되어 I 35mesh 보다 큰 입도에서의 30Ampere 

보다 더 강한 자장의 세기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48mesh 

보다 작은 입자에서는 미립자가 많아 약한 자장에서는 쉽게 자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입도크기와 자장의 세기변화에 따른 Ti02와 Fe의 품위는 회수율과는 크게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 입도크기에 따른 전체적인 Ti02 품위는 20mesh 입도에 

서 가장 높고 이보다 입도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감소하는데/ 특히 이보다 입도 

가 작을수록 Ti02 품위는 더욱 감소한다. 이와같이 본 자력선별 실험에서 

20mesh 업도가 Ti02 품위가 가장 높은 것은 본 자력선별기의 특성상 이 입도 

범위가 처리 조건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며r 이보다 입도가 크면 낮은 단체분 

리도와 입자의 중량이 커지기 때문이고 이보다 입도가 작아지면 단체분리도는 

높으나 미립자가 많아 선별효율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장의 강도변화에 따른 Ti02의 품위 변화는 모든 입도에서 알 수 있듯이 

20Ampere에서 가장 높고 이보다 자장의 세기가 커지거나 작자지면 오히려 

Ti02품위는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I 4mesh의 경우 10Ampere에서 Ti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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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가 7.92%로 가장 낮지만 20Ampere 에서는 11.65%로 가장 높고 이보다 자 

장의 세기가 커지면 다시 감소하여 50Ampere 에서는 9.77% 까지 감소한다. 

입도크기 변화중 Ti02 품위가 가장 높은 20mesh 입도의 경우도 10Ampere 

에서는 Ti02 품위가 8.40%로 가장 낮지만 20Ampere 에서는 14.31 %로 무려 

5.91%나 증가하였으며/ 이보다 Ampere가 증가하면 Ti02 품위는 감소하여 

50Ampere 에서는 12.53%로 다시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었다. 그리고 입도 

크기 중 Ti02 품위가 가장 낮은 65mesh 입도의 10Ampere에서는 Ti02 품위가 

4.80%로 원광의 Ti02 함량보다도 낮으며， 20Ampere 에서는 7.62%로 가장높고 

이보다 Ampere가 증가하면 역시 다시 감소하게 된다. 

자장의 세기가 약할수록 강한 자성을 띠는 일메나이트만이 회수되어 Ti02 

품위가 높을 것으로 기대 했으나 이와반대로 Ti02 품위가 더 낮은데， 이는 일메 

나이트 광물과 자성이 비슷하거나 혹은 자철광과 같이 자성이 더 강한 광물들 

이 많아y 이들이 자장강도가 약한 10Ampere에서 주로 회수되었기 때문으로 생 

각한다. 그리고 자장의 세기가 20Ampere보다 클 경우에는 일메나이트 이외의 

약 자성체의 맥석물들이 회수되어 Ti02 품위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업도크기와 자장의 세기 변화에 따른 Fe 품위의 경우는 입도크기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자장의 세기에는 큰 영향을 받는다. 즉r 입도가 가장큰 

4mesh에서 65mesh 까지에서 입도크기에 따른 Fe의 품위는 거의 비슷한 변화특 

성을 보이며 변화값도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자장의 세기에 따른 Fe의 품위는 

자장이 약할수록 높고 자장이 강할 수 록 감소하여/ 자장의 세기가 약하면 Fe를 

많이 함유한 강자성 업자들이 회수되고/ 자장이 강하면 약 자성인 기타 맥석물 

들 까지 정광으로 회수되어 Fe 품위는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입도크기에 따라 정광으로 회수된 산물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SiOz, Ah03, 

CaO, K20 그리고 Na20는 4mesh에서 20mesh 까지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 

지만/ 이보다 입도가 작아지면 이들 성분이 점차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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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과 Table 29에서 알 수 있듯이， 8mesh와 20mesh 입도에서 Ti02 품위 

가 가장 높은 20Ampere의 경우 Si02 품위가 각각 26.11%와 26.10% 이지만 이 

보다 입도가 작은 48mesh(Table 32)와 65mesh(Table 33)의 20Ampere 에서는 

각각 36.52%와 38.41 %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Si02 이외의 성분도 이와 

마찬가지로 입도가 작아지면 증가하는 것을 알 수있다. 

차장의 세기변화에 따른 맥석구성물의 분포특성도 Ti02와 밀접한 관계에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Ti02 품위가 가장 낮은 10Ampere에서 이들 맥석구성 

물의 함량이 가장 높고 Ti02 품위 가 가장 높은 20Ampere에 서 가장 낮으며/ 

20Ampere보다 자장의 세기가 증가하면 Ti02 품위 감소와는 반대로 맥석구성물 

은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0의 Ti02 품위가 가장 높은 20mesh 

입도에서 자장의 세기 변화에 따른 맥석 구성물의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Ti02 

품위가 가장 낮은 10Ampere에서 Si02 품위는 31.95%로 가장 높지만 이보다 자 

장의 세기가 큰 20Ampere에서는 26.10%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자자의 세기가 더 커지면 Si02 품위는 점차 증가하여 50Ampere에서는 

29.76% 까지 증가한다. 이 와같이 가장 자장의 세 기 가 약한 10Ampere에 서 Si02 

품위가 높은 것은 강자성체인 석류석이 다량 회수되었기 때문이다. 

맥석 구성물인 CaO, K20 그리고 Na20도 자장의 세기변화에 따라 Si02와 

비슷한 변화 특성을 갖지만， Ah03는 자장의 세기에 따라 다소 다른 분리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Ah03 이외의 모든 맥석 구성물은 Ti02 품위와 반 

비례관계가 있으나， Ah03 품위는 10Ampere에서 가장 낮고 이보다 자장의 세 

기가 커지면 Ah03 품위도 점차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장의 

세기가 가장 낮은 10Ampere에서 Ti02 품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맥석구성물인 

Ah03 품위도 낮은데/ 이는 자장이 세기가 너무 약해 일메나이트보다는 자성이 

큰 자철광이 주로 회수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자장의 세기가 

20Ampere보다 클 수 록 다소 약 자성체인 녹니석/ 휘석 그리고 각섬석등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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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가능성이 증가하여 이들의 구성성분인 Ah03도 증가한 것이다. 

실험결과를 종합해보면 입도크기 4mesh에서 35mesh 까지는 Ti02와 Fe 회 

수율의 최대 임계점이 30Ampere 이지만 이보다 입도가 작아지면 회수율의 최 

대 임계점은 40Ampere에서 이루어져， 입도가 작을 수 록 자화율이 감소됨을 

알 수 잇다. 그리고 4mesh에서 14mesh 까지의 입도변화에서는 Ti02와 Fe의 회 

수율에 큰 변화는 없지만 이보다 입도가 작아지면 최대 회수율의 값이 점차 감 

소되어y 미립자가 많을수록 회수율도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입도크기에 따른 Ti02와 Fe의 품위변화 특성은 거의 비슷하나 20mesh 입 

도가 전체적인 품위에 있어서 가장 높고 이보다 입도가 크거나 작으면 Ti02와 

Fe의 품위는 감소하나/ 특히 28mesh보다 입도가 작을수록 품위 감소율이 커진 

다. 따라서 본 실험조건에서 Ti02 품위만을 고려할 경우 20mesh로 입도를 제조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자장의 세 기 에 따른 Ti02 품위 는 자장의 세 기 가 가장 약한 10Ampere가 가 

장 낮고 20Ampere가 가장 높다. 그러나 이보다 자장의 세기가 더 커지면 자성 

을 띠는 맥석물들의 혼입이 많아져 Ti02 품위는 다시 감소하게 된다. 자장의 세 

기가 약한 10Ampere에서 Ti02 품위가 높을 것으로 기 대 했으나 Ti02가 낮은 

데 I 이는 자장이 너무 약해 일메나이트보다는 자성이 강한 광물들이 많이 회수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장의 세기가 20Ampere보다 강할 경우에는 자성이 

약한 맥석물이 많이 혼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Fe의 품위는 자장이 약할수록 

높고 자장이 강할 수 록 낮아 자장의 강도에 매우 민감함을 알 수 있다. 

나. Particle size 

Fig. 40과 Table 45는/ 앞의 자장강도 변화실험 에서 티타늄광의 선별효율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된 20Ampere에서 입도크기가 자력선별에 미치는 실 

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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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가 높고/ 이보다 가장 입도에서 품위는 20mesh 실험 결과 Ti02와 Fe의 

입도에서 즉， 4mesh 있다. /-, 알 ~~ 。
，~... x 2. 는

 
되
 

각각 감소하게 크거나 작아지면 

점차 낮지만r 입도가 작아질수록 각각 11.65% 와 24.76%로 품위는 Ti02와 Fe의 

나타 20mesh 입도에서는 각각 14.31 %와 26.79%로 가장 높은 품위를 증가하여 

감소되어 품위는 Fe의 Ti02와 다시 업도가 작아지면 이보다 그러나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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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Result on Recovery of Ti Minerals by varying the Particle Size 

빼cle 당g l Yield | α빼며 Co때@에s of CONC 싼여uct (%) I Recoveη(%) 
(-mesh) 1 (wt. %) 1 Ti~ 1 Fe 1 Si~ 1 Ah03 1 Cao 1 K20 1 Na20 1 Ti02 1 Fe 

4 

8 

14 

33.81 11.65 24.76 28.73 7.56 13.67 0.62 1.08 73.21 45.37 

31.19 12.76 25.98 26.11 7.01 12.61 0.60 1.03 73.97 43.92 

30.10 I 13.06 26.07 26.82 7.11 11.76 0.64 1.04 73.07 42.53 

| 23.83 112.89 1 26.39 127 없 1 6.93 111 .56 1 0.55 1 1 떠 | 없 21 1 싫 % 

| 25.77 111 .51 1 강 에 28.75 1 9 었 112 경 1 0.69 1 1.25 155.13 132.18 

| 23.11 1 8.85 122.21 136.521 7.85 1 8.40 1 0.22 1 1.10 138 따 1 27.82 

65 1 20.10 1 7.62 122.85 138.41 1 6.31 1 8.05 1 0.29 1 1.00 1 쟁 47 I 

그러나 Ti02 회수율은 입도가 가장 큰 4mesh에서 20mesh까지는 각각 

73.21 %와 71 .02%로 큰 변화가 없지만/ 이보다 입도가 작아지면 Ti02 회수율은 

크게 감소되어 입도가 가장 작은 65mesh 입도에서는 28.47% 까지 감소하게 된 

다. Fe회수율도 Ti02 회수율과 같이 4mesh입도에서 45 .3%로 가장 높고 입도가 

작아질수록 점차 감소하여 65mesh 입도에서는 약 24.89%까지 감소되지만/ 

20mesh 입도부터 Fe 회수율의 감소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Ti02 회수 

율의 경우 28mesh 입도부터 회수율이 크게 감소되지만， Fe는 20mesh입도부터 

감소폭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자장강도 20Ampere에서 업도크기 20mesh를 기점으로 이보다 입 

도가 클 경우 Ti02 -'4 Fe의 품위가 감소하는 이유는/ 입도가 너무 크면 단체분리 

도가 낮아 상당량의 맥석물들이 자성산물로 회수되었기 때문이며， 20mesh보다 

작은 입도에서 Ti02와 Fe의 회수율이 감소하는 것은 미립자가 많아 선별효율에 

- 130 -



나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도크기에 따른 Ti02와 Fe 회수율의 경우 4mesh에서 20mesh 까지 

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20mesh보다 입도가 작아지면 크게 감소하는 

데/ 이는 입도가 작아지면서 자선효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미립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즉 건식 자력선별실험에서 미립자는 자기장 내에서 쉽게 자화가 되지 

않으며/ 자화가 된다 하더라도 미립자의 전기적 응집현상 때문에 효율적인 분리 

가 어렵게 되어서 Ti02와 Fe의 품위와 회수율을 각각 떨어뜨리게 된다. 

물론 본 자력선별기의 자장의 세기를 20Amper보다 높게 한다면 보다 많은 

미립자의 회수가 가능하지만/ 앞에서 확인되었듯이 이보다 자장의 세기가 크면 

맥석물의 혼업이 많아저 Ti02의 품위는 크게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입도 크기 

에 대한 실험 결과 20mesh로 제조된 입도가 Ti02 품위 14.31%로 가장 높고 회 

수율에 있어서도 푸렷한 감소가 없어/ 본 자력선별기를 이용한 Ti02정제 실험에 

가장 효과적인 입도크기 임을 알 수 있다. 

다_ Feed Rale 

일반적으로 광물처리 실험에서 시료의 급광량을 적게 할수록 높은 품위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광물의 품위와 회수율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료의 급광량을 많게 하는 것이 처리용량과 관련하여 선별단가를 낮 

출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사용된 자력선별기의 최 

적 처리용량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료의 급광량을 lSgjmin에서 30gjmin까지 

변화하며 실험하였으며/ 이에대한 실험결과는 Fig. 41과 Table 46에 각각 나타 

내었다. 

실험 결과 시료의 급광량 lSgjmin에서 20gjmin 까지는 Ti02와 Fe의 품위가 

각각 14.54%와 26.88% 그리고 14.31 %와 26.10%로 거의 변화가 없지만/ 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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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광량 시료의 점차 감소하여 품위는 Ti02와 Fe의 많아지면 급광량이 시료의 

급광 30g/min에서는 각각 12.11 %와 26.01 %까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시료의 

각각 급광량 lSg/min과 30g/min에서 시료의 Ti02 회수율은 따른 량 변화에 

71.78%와 70.01%를 나타내어 Ti02 회수율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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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 Result on Recovery of Ti Minerals by varying the Feed Rate 

Feed Rate 

(g/rnin.) 

30 

Yield I αle띠C매 Cornponents of CONC. pr여uct (%) 1 Recoveη(%) 

(wt.%) 1 TiÛ2 I Fe 1 딩Û2 I 찌203 1 Cao 1 K20 1 N링0 1 Ti02 I Fe 

31.10 I 12.11 

그러나 Fe의 품위는 이와반대로 시료의 급광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데/ 

이는 시료의 급광량이 증가하면서 선별효율이 낮아져 Fe 구성광물들이 자성산 

물로 상당량 흔입되었기 때문이다. 즉/ 시료의 급광량이 적정량보다 많아지면 

본 자력선별기의 처리용량 한계로 선별효율이 감소되어 품위와 회수율은 각각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실험결과를 분석해 보면I 본 자력선별기의 경우 가장 선별효율이 높은 시료 

의 급광량은 20g/rnin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보다 급광량이 적으면 푸렷한 품 

위향상 없이 처리용량만 감소하게 되고I 이보다 급광량이 많으면 Ti02의 품위가 

감소되어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라 • Cleaning Times 

Fig. 42와 Table 47은 정선횟수가 티타늄광 자력선별 실험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정선횟수를 0에서 3까지 변화하며 실험한 결과이다. 실험조건 

은 전 실험에서 규명된 최적조건인 자장강도 20Arnpere, 입도 크기 20rnesh 그 

리고 시료의 급광량은 20g/rnin.으로 하였다. 

실험결과 Ti02와 Fe의 품위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정선횟수가 증가할수록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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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고 회수율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즉f 정선을 하지 않았을 경우 Ti02와 

Fe의 품위는 각각 14.31%와 26.79%로 가장 낮지만 정선횟수가 증가할수록 미미 

하기는 하지만 Ti02와 Fe의 품위는 증가되어 정선횟수 3에서 각각 15.01 %와 

27.78%를 나타낸다. Ti02와 Fe의 회수율은 정선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 

71.02%와 69.05%로 가장 높고/ 정선횟수 3회에서는 각각 69.05%와 37.26%로 가 

장 낮아 정선횟수가 많을수록 품위는 향상되나 회수율은 다소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실험결과 Ti02와 Fe의 품위와 회수율이 정선횟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자력선별 실험에서 자성산물로 회수된 일메 

나이트 광물과 기타 맥석 광물들의 상당량이 비교적 강한 자성을 띄고있기 때 

문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광물처리 실험에 있어서 1차로 회수된 정광물은 비선택적 

으로 회수된 맥석광물들에 의해 비교적 품위가 낮다. 따라서 정선과정을 거쳐 

목적한 품위의 정광을 얻게 되는데/ 본 실험의 경우 Ti02의 구성광물이 일메나 

이트와 기타 맥석광물이 비교적 강한 자성을 갖고 있어 높은 품위의 Ti02를 얻 

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정선과정에서 자장세기를 낮추어 일메나 

이트 광물보다 자장이 약한 맥석광물들을 분리하고자 하였으나 이런 경우 Ti02 

회수율이 크게 감소하고/ 또한 자성정광물로 일메나이트보다 자장이 강한 자철 

광r 석류석이 많이 회수되어 Ti02 품위는 더욱 감소하게 됨을 앞의 자장강도 변 

화실험에서 확인하였다. 

실험결과를 분석해 보면 정선횟수가 Ti02의 품위향상에 큰 도움은 되지 않 

으나l 최적조건을 선택하자면 정선횟수 1이 Ti0 2 품위와 회수율을 고려할 때 가 

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정선횟수 3회가 다소 품위는 높으나 뚜렷한 차 

이가 없으며/ 정선회수가 만을수록 처리용량 및 처리단가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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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 Result on Recovery of Ti Minerals by varying the Clean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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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Deslime 

Fig. 43과 Table 48은 건식 영구자석에의한 티타늄 정제실험에서 언급된 바 

와같이/ 건식 자력선별의 경우 업자의 크기는 자선정광의 품위와 회수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선별하고자 하는 시료중에 미립자가 많으면 선별효 

율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실험은 Ti02의 품위향상을 위해 

20mesh 이하로 제조된 시료를 65mesh, 100mesh 그리고 200mesh로 체가름하여 

미립자를 제거한 후 자력선별을 수행하여 Deslime이 Ti02 품위에 미치는 영향 

을 관찰하였다. 

실 험 결과 Deslime을 하지 않았을 경 우 Ti02와 Fe의 품위 는 각각 14.74% 와 

26.04%로 가장 낮지만/ 이 때 회수율은 각각 70.31 %와 37.47%로 가장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Deslime 입도 65mesh에서는 Ti02와 Fe의 품위가 각각 

16.24%와 27.55%로 Deslime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각각 1.50%와 1 .51% 정도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때 Ti02와 Fe 회수율은 각각 61.43%와 30.39%로 

크게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는데r 이는 65mesh로 체질하여 미립산물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Deslime 입도가 작아질수록 Ti02 회수율은 다시 증가하여 

Deslime 입도 100mesh와 200mesh에서는 각각 66.80%와 67.43%까지 증가하며/ 

TiOz 품위도 Deslime입도 100mesh와 200mesh에서 각각 17.42%와 17.54%로 증 

가되어 Deslime이 Ti02 정제에 다소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Deslime 입도가 작아질수록 Ti02 회수율이 증가한 것은 입도가 

작아지므로 체가름으로 제거되는 미립자가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Deslime 입 

도가 매우 작은 200mesh에서는 Ti02 품위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높은 

데/ 이는 200mesh 이상의 입도는 건식 자력선별에 있어 선별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Deslime에 대한 실험결과 Deslime을 하지 않았을 경우 Ti02회수율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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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Result on Recovery of Ti Minerals by Slime Existence 

lli;파re Yield 
l 다lemical Components of CONC 싼oduct (%) I Recovery(%) 

(-mesh) (wt. %) 
TiOz Fe SiOz Ah03 Cao K20 Na20 Ti02 I Fe 

Non-Deslime 25.66 14.74 26.04 25.79 4.30 7.20 0.30 0.65 70.31 37.47 

65 20.35 16.24 27.55 24.24 4.54 6.71 0.30 0.60 61.43 30.39 

100 I 20.63 17.42 28.14 23.71 4.01 5.24 0.20 0.50 66.80 31.64 

- 138 -



3-3. 빼중 뭘 짜력션별 명용혈험 

시료의 광물감정 결과 Ti02 근원 광물인 일메나이트 이외에 맥석물로 자철 

광/ 녹니석/ 각섬석/ 휘석 그리고 장석등이 확인되어/ 비중선별을 수행할 경우 

주요 맥석광물인 각섬석과 장석등 비교적 비중이 낮은 광물들은 쉽게 제거됨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자철광과 녹니석 그리고 본 실험산물에서 확인된 석류석 

둥은 일메나이트와 비중이 비슷하여 비중선별만으로는 Ti02의 품위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 본 실험에서는 비중선별 실험에서 회수된 정광산물에 대한 자력선 

별을 수행하여 일메나이트와 자성이 다른 광물들을 분리하고자 하였다. 

Table 49는 비중선별 실험에서 각 입도의 크기에 따라 정광으로 회수된 산 

물의 Ti02와 Fe의 품위와 회수율을 나타낸 것이다. 비중선별 실험결과 Ti02의 

품위와 회수율을 고려할 경우 65mesh 업도가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즉/ 

65mesh보다 입도가 커지면 Ti02 품위와 회수율 모두가 감소하고， 이보다 입도 

가 작아지면 뚜렷한 품위의 증가없이 회수율만 감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5mesh 입도에 대한 품위향상 연구에 집중하였다. 

Table 49. Resu lt on Recovery of Ti Minerals by varying the Particle Sizes 

in Gravity Separation using 앉laking Table. 

Particle size 
(mesh) 

-35 

Products of CONC. (%) 

(wt.) Ti02 Fe 

5.79 35 .86 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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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와 Table 50 그리고 Fig. 45와 Table 51은 비중선별 실험 에서 비교적 

선별효율이 높았던 48rnesh와 65rnesh 업도의 정광산물을 이용한 자선실험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조건은 비중선별에서 회수된 정광산물을 10Arnpere에서 

20Arnpere 까지 변화하며/ 자장의 세기가 Ti02의 품위와 회수율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비중선별 실험에 의해 회수된 정광산물에 대한 자력선별 실험에서 자장의 세 

기를 10Arnpere에서 20Arnpere 까지만 변화하며 실험하였는데/ 이는 앞의 자력 

선별 실험에서 알 수 있었듯이 자자의 세기가 약한 10Arnpere에서는 일메나이 

트 보다는 자성이 큰 자철광l 석류석 둥이 자성산물로 회수되어 일메나이트와 

분리되기 때문이며l 또한 20Arnpere에서는 일메나이트와 이보다 약자성체인 맥 

석물들이 효과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장의 세기가 10Arnpere보다 

약하면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I 이보다 약한 Arnpere에서는 실험이 불 

가능 하였다. 

Fig. 44의 48rnesh 입도산물에 대한 자력선별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장의 세기가 Ti02와 Fe의 품위와 회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l 자자의 세기 10Arnpere의 경우 자선산물로 회수된 정광의 Ti02 품위 

가 17.75%로 매우 낮지만 자장의 세기가 높을수록 점차 증가하여 20Ampere 에 

서는 44.04% 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Fe 품위의 경우는 자장의 세기가 낮을수 

록 높고 자장의 세기가 높을수록 감소되어/ 낮은 자장의 세기에서는 일메나이트 

보다 자성이 큰 광물이 회수됨을 알 수 있다. 

자성 의 세 기 변화에 따른 Ti02와 Fe의 회 수율도 자장의 세 기 10Arnpere에 서 

는 각각 5.23%와 13.58%로 매우 낮지만/ 자장이 가장 높은 20Arnpere에서는 각 

각 89.85%와 86.65%를 나타내어 자장이 클수록 회수율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자장의 세기가 가장 낮은 10Arnpere에서 Ti02의 품위가 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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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0. Result on Recovery of Ti Mineral by varying the Magnetic Intensiη 

in Magnetic Separation Test after Gravity Seperation Test(-48mesh) 

Magnetic Intensity Yield | αe때C떠 A빼 Recovery(% ) 

(Arr뼈'e) (wt.%) 
TiOz Fe TiOz Fe 

10.0 12.80 17.75 36.갱 5.23 13.58 

12.5 27.60 28.7l 34.01 43.42 27.47 

15.0 63.16 4l.65 34.μ 60.59 63.66 

Fig. 45와 Table 51는 65mesh 입도에 대한 비중 및 자력 병용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본 실험결과도 48mesh 입도에 대한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10Ampere에서 Ti02 품위가 가장 낮고 Fe의 품위가 가장 높아 10Ampere 에서 

는 Fe를 함유한 강자성 광물들이 많이 회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2는 비중선별 단독 실험결과와 비중 및 자선병용 실험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Table 52에서 알 수 있듯이 비중선별 단독실험 수행시 최적조건에서 

48mesh 업도의 경우 Ti02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43.42% 그리고 65mesh 입도 

는 각각 44.20% 와 34.85% 이지만， 비중선별 후 자선실험을 병용 했을때는 

48mesh 경우 Ti02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44 .04%와 37.71 % 그리고 65mesh 입 

도가 각각 46.24%와 33 .18 %를 나타내어 비중 및 자선병용 실험이 회수율은 다 

소 감소하나 Ti02 품위는 1-2% 정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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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Result on Recovery of Ti Mineral by varying the Magnetic Int앙lSi야 

in Magnetic Separation Test after Gravity Separation Test(-65mesh). 

Magnetic In때lSi디7 Yield 
| 댄때C매 Analysis (%) I Recovery(% ) 

(Ar따lere) (wt.%) 
Ti02 Fe TiÜz Fe 

10.0 10.5 20.83 43.16 4.95 12.95 

12.5 24.01 38.15 38.13 20.72 26.95 

15.0 60.51 43.54 35.77 59.61 61.861 

Table 52. Comparison of Gravity Separation only and Gravity and Magnetic 

Separation test in Recovery of Ti Mineral. 

Particle size 
Gravity Seperation Test(%) 다a띠다， & Mag. se야ration Test(%) 

(-mesh) 
Ti02 Grade Ti02 Recovery Ti02 Grade Ti02 Recove엔 

48 43.42 41.97 44.04 37.71 

65 44.20 34.85 46.24 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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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비중 및 자선병용 실험에서 Ti02 품위가 향상된 것은 비중선별시 

높은 비중으로 회수된 비자성 혹은 맥석물들이 자선과정에서 제거되었기 때문 

이며/ 이들 비자성 산물의 제거시 일부의 Ti02를 함유한 광물들도 제거되어 회 

수율은 감소한 것이다. 비중 및 자선병용 실험에서 Ti02 회수율 계산은 비중선 

별시 회수된 Ti02 회수율에서 자선후 제거된 회수율을 뺀 값이다. 따라서 비중 

선별 후 자선실험 만의 회수율을 고려 할 경우는 Ti02 회수율이 약 90-95% 가 

까이 이른다. 

앞의 비중 및 자선병용 실험은 자장의세기 변화만 수행하여， 20Ampere의 

경우 10Ampere에서 회수되 었던 모든 산물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전체 Ti0 2 품 

위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각 자장의 세기별로 회수된 산물에 대 

한 Ti02분석을 수행하여 어떤 자장의 세기 Fraction에서 가장 높은 품위의 Ti02 

산물이 회수되는지를 관찰하였다. 

Table 53은 비중선별 실험에서 정광으로 회수된 산물에 대한 자성의 세기 

별 Ti02 품위와 회수율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실험결과 48mesh 입도의 경우 

자장의 세기 IOAmpere에서 자장산물로 회수된 산물의 Ti0 2 품위는 18.75%로 가 

장 낮지만 자장의 세기 15.0Ampere와 17.5Ampere 에서는 모두 48.49%로 매우 

높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Ampere에서 비자성 산물로 회수된 산물의 

Ti02 품위는 10.35%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10Ampere의 자성산물과 20Ampere 

의 비자성 산물을 제거한다면 Ti02 품위가 약 47% 정도인 정광 산물을 얻을 수 

있다 

65mesh 업도에 대한 자장의 세기별 실험결과도 48mesh 입도의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Ti02 품위는 lOAmpere의 자장산물이 20.83% 그리고 20Ampere의 비 

자성 산물이 24.22%로 가장 낮지만 17 .5Ampere에서 회수된 자장산물의 Ti02 품 

위는 49 .42% 에 달한다. 따라서 자장의 세기 15Ampere에서 20Ampere 사이의 차 

장 산물만을 회수한다면 약 48%의 Ti02 품위를 정광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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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Table 53. Result on Recovery of Ti Mineral by varying the Magnetic Int태siη 

in Magnetic Separation using -48 and -65mesh samples 

Mag. Intensity 
48mesh 65mesh 

(Ampere) Yield Grade Yield Grade 
(w t. %) (Ti02 %) (w t. %) (Ti02 %) 

10.0 12.28 18.75 10.50 20.83 

12.5 14.80 45.44 13.51 45.26 

15.0 35.56 48.49 36.50 47.26 

17.5 16.08 48.49 15.50 49.42 

20 9.35 45 .12 15.00 47.26 

Non-Mag. 11.93 10.35 8.99 24.22 

Table 53에서 각 자장의 세기변화에 따라 각각 회수된 산물의 Ti02품위는 

크게 다르다. 즉， 10Ampere의 자장산물과 20Ampere의 비자성 산물의 품위는 매 

우 낮고 기타 자장의 세기는 비교적 높다. 따라서 각 자장산물에 대한 XRD 분 

석을 수행하여 10Ampere에서 회수된 자장산물과 20Ampere의 비자성 산물로 회 

수된 산물중 Ti02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불순광물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Fig. 46과 Fig , 47은 10Ampere의 자장산물로 회 수된 산물과 20Ampere의 비 

자성 산물로 회수된 산물의 광물감정을 위한 XRD 분석결과이다. Fig . 46의 

lOAmpere 자장산물에 대한 XRD 분석결과 자철석과 석류석이 다량으로 관찰되 

어 이들이 Ti02의 품위를 감소시 킨 것을 알 수 있다. 이 광물들이 10Ampere에 

서 자성산물로 회수된 이유는 일메나이트 광물보다 자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Fig. 47은 20Ampere에서 비자성 산물에 대한 XRD 분석결과로써， 녹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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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지르콘 그리고 석영둥이 다량으로 확이되어 이들이 TiO z 품위를 감소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이들광물들이 20Ampere의 비자성 산물로 회수된 것 

은 비중은 일메나이트 광물과 비슷하나 자성은 약해 자력선별 과정에서 비자성 

산물로 회수된 것이다. 앞의 실험에서 확인하였듯이 이보다 자장이 높아지면 이 

들 광물들도 자성산물로 회수되므로 높은 품위의 TiOz 산물을 얻기 위해서는 

자장의 세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Fig. 48, Fig. 49, Fig. 50 그리고 Fig. 51은 12.5Ampere, 15.0Ampere, 17.5Ampere 

그리고 20Ampere의 자성산물로 회수된 산물에 대한 XRD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 

으로 일메나이트 이외의 불순물이 거의 확인되지 않아 TiOz 높은 품위를 입증 

해주고 있다. 

각 XRD 차트에 나타난 기호들의 광물명은 다음과 같다. 

Am : 휘석 M: 자철광 G : 석류석 1 : 일메나이트 

Ch : 녹니석 Q: 석영 Z: 지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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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X-my Diffraction of the Magnetic Minemls producted from 10Ampere 

of Mag. Intensity 

Fig. 47 X-my Di짧action of the Non-Magnetic Minerals producted from 20Ampere 

of Mag.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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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X-ray Diffraction of the Magnetic Minerals πoducted between 1O.0Ampere 

and 12.5Ampere of Mag. Intensity 

Fig. 49 X-ray Di많action of the Magnetic Minerals producted between 12.5Ampere 

and 15.0Ampere of Mag.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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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0 X-ray Diffraction of the Magnetic Minerals producted between 

15.0Ampere and 17.5Ampere of Mag. Intensity 

Fig. 51 X-ray Diffraction of the Magnetic Minerals producted between 

17 .5Ampere and 20Ampere of Mag.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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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4 절 부유션별 실험 

부유선별법은 광물의 선별처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로 아직 까 

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목적 광물의 물성특성이 

비중， 자성 그리고 정기적 특성에 더욱 민감할때는 부유선별법보다 이들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지만， 여러광물들이 함께 존재하던가 또는 2가지 이상의 광물을 

선택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유선별법에 의한 티타늄 정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최적 실 

험조건에서 얻어진 실험결과를 비교검토하기 위하여 부유선별 실험을 수행하였 

다. 

가- 포수쩌 혐가량 

석탄이나 활성등 자연부유도가 높은 광물들은 유상포수제인 Fuel oil 만을 

이용하여도 목적광물들을 회수할 수 있지만， 비금속 및 금속광물들의 대부분은 

입자표면이 소수성을 띄고있지 않으므로 광물에 따라 적합한 포수제를 선택하 

여 입자표면을 소수성으로 변화시킨 다음 목적한 광물들을 회수하게 된다. 

포수제의 선택은 목적광물이 광액속에서 표면전하(Zeta potential);를 띄는 것 

을 관찰하여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목적한 광물에 얼마나 포수제가 효과적으로 

부착하는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광액의 pH는 포수제가 광물업자에 

가장 효과적으로 부착될 수 있는 즉， 광물입자 표면이 가장 강한 제타전위 값을 

갖는 pH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맥석광물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pH 값을 선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포수제로 일메나이트에 비교적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된 

이eicacid를 사용하였으며 , oleicacid에 의 해 포집 된 일 메 나이 트 광물에 보다 강한 

- 151 -



소수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keresene을 보조제로 사용하였다. keresene의 사용은 

o1eicacid와 1 1로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때 광액의 pH 값은 NaF를 사용하 

여 4-5로 유지하여 일메나이트 광물은 활성시키고 기타 맥석물은 억제토록 하 

였다. 

Fig. 52는 포수제로 oleicacid를 사용하여 일메나이트 광물을 부선할 때 이들 

의 첨가량이 Ti02의 품위와 회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 oleicacid 

를 500g/t에서 2000g/t 까지 변화하며 실험한 결과이다. 각 포수제의 첨가량에는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포수제의 포집력을 증가하기 위하여 keresene을 같은량으 

로 혼합하여 첨가 하였다. 

포수제의 첨가량 변화에 따른 실험결과 Ti02 품위는 포수제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감소하고 회수율은 이와반대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포수제 

첨가량 500g/t에서 Ti02 품위는 15.95%로 가장 높지만 포수제의 첨가량이 증가 

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1000g/t에서는 15.25%를 그리고 포수제의 첨가량이 가 

장 많은 2000g/t에서는 1 1.75%로， 포수제의 첨가량이 가장적은 500g/t보다 각각 

0.70%와 4 .20%정도 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포수제 첨가량에 따른 

Ti02 회수율은 500g/t에서 30.27%로 가장 낮고 이보다 첨가량이 많아지면 점차 

증가하여 1000g/t과 2000g/t에서 각각 56.45%와 57.72%로， 포수제 첨가량 500g/t 

보다 각각 26.18%와 27.45%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포수제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Ti02 품위는 감소하지만 회수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포수제의 첨가량이 많을 수 록 단체분리가 않되어 약한 소수 

성을 띄고있는 입자들과 미립의 일메나이트 광물들의 회수 가능성이 증가하였 

기 때문에 Ti02 회수율은 증가하지만 이로인하여 Ti02 품위는 감소한 것이다. 

특히， 포수제의 첨가량이 너무 많으면 선택력이 낮은 미립자들이 비선택적으로 

부유산물로 회수되어 품위는 더욱 낮아진다. 

실험결과 Ti02 품위와 회수율을 고려할 경우 최적 포수제의 첨가량은 1000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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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뚜렷한 Ti02 품위의 있다. 즉， 이보다 포수제의 첨가량이 적으면 임을 알 수 

뚜렷한 Ti02 회수율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많아지면 크게 감소하고， 이보다 첨가량이 

효과적이지 증가없이 품위만 감소하기 때문에 

가없이 회수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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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크기 나. 

입도크기가 Ti02 첨가량 1000g/t에서 포수제 최적 앞에서 확인된 Fig. 53은 

200 48mesh에서 입도크기를 관찰하기 위하여 

mesh까지 변화하며 실험한 결과이다. 

영향을 미치는 품위와 회수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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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TiOz 품위는 입도의 크기에 따라 큰 변화는 없으나 작아질 수 록 

다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 TiOz 회수율은 65mesh 입도가 가장 높고 이 

보다 입도가 크거나 작아지면 각각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입도크 

기 에 따른 TiOz 품위 는 48mesh에 서 14 .44%로 가장 낮지 만 이 보다 입 도가 작아 

지면서 다소 증가하여 l00mesh 입도에서는 16.01 % 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이보 

다 업도가 더 작아지면 TiOz 품위는 다시 감소하여 200mesh 입도에서는 15 .56% 

를 나타낸다. 입도크기에 따른 TiOz 회수율은 65mesh 업도에서 53 . 17%로 가장 

높고 이보다 입도가 큰 48mesh에서는 47.43%를 그리고 이보다 입도가 더 작은 

100mesh와 200mesh 에서는 각각 52 .19%와 52.07%를 나타내어， 65mesh보다 업 

도가 크거나 작아지면 Ti02 회수율이 각각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48mesh에서 100mesh까지 입도가 작아질 수 록 Ti02 품위가 향상 

된 것은 단체분리도가 향상 되었기 때문이고/ 이보다 작은 200mesh 업도에서 

다시 Ti0 2 품위가 감소한 것은 단체분리도는 높으나 입자중 부유선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미립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부유선별에서 광물에 따라 다 

소 차이는 있으나 입자가 너무 작아지면 상당량의 맥석물들이 큰 기포의 외부 

수층에 비선택적으로 포획되어 회수되기 때문에 정광의 품위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Ti02 회수율의 경우 65mesh에서 가장 높고 이보다 큰 48mesh 입도에서 가 

장 낮은 이유는/ 단체분리가 않된 업자들이 많아 상당량의 일메나이트 광물들이 

테일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즉I 단체분리가 않된 입자들은 포수제에 의해 

소수성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소수성을 갖지 못해 정광으로 회수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65mesh입도보다 작은 100mesh와 200mesh에서 회수 

율이 낮은 이유는/ 광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입자가 너무 작아지면 기포 

와의 접촉 및 부착 가능성이 감소되고 기포와 부착이 된다 하더라도 쉽게 탈리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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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선별 실험결과를 종합해 볼 때 최적 실험조건에서 Ti02의 품위와 회수 

율이 각각 15.25%와 53.17%로 매우 낮은데/ 이는 첫째 포수제가 일메나이트 광 

물만 포집한 것이아니라 일부 맥석물들도 포집하기 때문이며 l 둘째 이eicacid 포 

수제가 일메나이트 광물을 효과적으로 포집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부 

유선별에 대한 충분한 기초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분석해 볼 때/ 부유선별에 의한 일메나이트의 정제는 효 

과적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금년에 실험한 시료와 같은 일메나이트 광물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Ti02와 Fe 성분 및 기타 맥석 성분이 일반적인 마광입도 범위에서는 단체분리 

를 이룰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일메나이트 정광의 품위 향상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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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티탄철석 이외의 수반공뿔 이용 기초연구 

제 1 절 수반광물 이용기술 확렵을 위한 주요공정 

1-1. 입짜의 마립확 공청 

입자를 미립화시키는 작업을 의미하는 분쇄라는 용어는 고체업자를 더 작은 

입자로 부수거나 잘라내는 모든 방법을 일걷는다. 분쇄의 포괄적인 용어로는 

cornrninution이 쓰이나 crushing, grinding 또는 rnilling이란 용어도 쓰인다. 세라 

믹스 제조공정에서 취급되는 고체입자는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여러 방법으로 

분쇄된다. 고체입자를 잘게 부수는 목적은/ 고체의 단위부피당 표면적을 증가시켜 

서 화학반응속도를 향상시키고/ 원료간 혼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소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1960년초 미국의 광산국에서 개발된 교반밀은 구형 또는 원추형의 분쇄 매개 

물과 분쇄 대상물의 슬러리를 밀내에 충전시킨 후 교반시킴으로서 분쇄가 이루어 

진다. 이때 밀의 중앙에 위치한 교반기는 몇 개의 수평축을 가지고 회전함으로서 

밀내에서 분쇄매개물의 불규칙 운동을 유발한다. 이러한 불규칙 이동이 분쇄 매개 

물의 충격 작용(impact action)을 일으키게 되며/ 충격작용은 분쇄 매개물의 회전으 

로 생기는 전단작용(shear action)과 함께 입자를 분쇄하게 된다. 

교반밀에서의 불규칙 이동은 매개물 사이의 충돌로 생기는 충격력/ 매개물에 

작용하는 회전력 및 수평 교반축에 의하여 생긴 공간을 메꾸려는 매개물의 중력이 

조합되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이러한 작용으로 교반밀은 다른 분 

쇄기보다 우수한 작업 효과를 보이게 된다. 분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인자로는 

슬러리의 농도I 분쇄 매개물의 크기와 질량/ 교반속도I 분쇄 시간/ 분산조제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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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6) 

일반적으로 슬러리의 농도는 40-45wt.%일때가 紹陣效率이 높다4)β 출발시료의 

입도가 를때에는 보다 질량이 큰 분쇄 매개물을 사용하거나 교반속도를 높여서 충 

격력과 전단력을 크게하여야 한다 또한 슬러리의 농도와 점도는 비례하므로 슬러 

리의 농도가 높을 때에는 빼짧助簡로서 분산제의 꿇加가 필수적이다5)，6 ),8),9) 

가. 분쇄에 명향훌 마쳐는 주요인짜 

1) 슬러리 농도의 영향 

교반밀올 이용한 습식 분쇄에서 슬러리의 농도는 밀 내에서의 슬러리의 유동 

과 관련하여 분쇄공정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Stanczyk와 Feld는 clay를 대상으로 

슬러리 농도와 평균입도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이들은 clay의 슬러리 농도를 

25-55wt.%로 변화시켰으며， 그 결과 슬러리 농도가 45wt.%일 때 가장 좋은 분쇄 

효과(즉 평균입도가 최소)를 얻었다. 슬러리의 농도에 따라 분쇄효과의 최적치가 

존재하는 이 러한 결과는 Uhl과 Gray가 turbine mixer에 대하여 전개한 이론을 기 

초로， Sadler가 제시한 슬러리 농도와 전력량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Sadler는 

교반밀에서 Reynolds number, NRe, 이 8000 이상일 때 밀 내의 슬러리의 유동에 

난류지역이 형성되며， 난류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력량과 슬러리 농도 사이의 

선형적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3.1) 

P=Kα13D5 (3.2) 

여기에서 D는 교반기의 직경， n은 교반기의 회전속도， p 는 슬러리 농도， η 는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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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리의 점성도， K는 비례상수， P는 교반기 회전에 필요한 전력량을 각각 나타낸다. 

보통 습식분쇄에서 NRe의 값은 20,000 - 50，000으로 난류지역에 해당하고， n과 D는 

고정상수이므로 교반기를 회전시키기 위한 전력량 P는 슬러리 농도에 비례하게 된 

다. 

P=K ’ p (3.3) 

여기서 K’는 비례상수이다. 한편， Sadler는 슬러리 농도가 어느 입계점을 지나 

낮아지게 되면 비례상수 K’는 임계점 이전보다 상당히 커지게 됨올 발견하였다. 

따라서 슬러리 농도가 낮아짐에 따라 분쇄에 필요한 전력량이 감소하다가 어느 임 

계 점 올 지 나서 는 다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 러 한 현상은 Stanczyk과 Feld가 

clay에 대하여 측정 한 전력 량이 슬러 리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함께 감소하여 

45wt.%일 때 최소를 나타낸 후 다시 증가하여 25wt.%일 때 최대로 커진 사실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전력량이 크다는 것은 분쇄시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것이고， 이는 곧 분쇄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슬러리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입자의 분쇄속도가 증가하여 45wt.%일 때 최대치를 나타내 

다가， 슬러리 농도가 보다 감소하면 분쇄속도가 감소하여 평균입도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2) 교반기 회전속도의 영향 

교반기의 회전속도는 업자의 분쇄속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 

반기의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평균입도는 감소하게 되는데， Sadler는 분쇄속도상 

수 k와 교반기의 회전속도 n과의 상호관계를 들어 이같은 사실을 설명하였다. 

Sadler가 실험올 통하여 얻은 k와 n과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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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1.381 X 10-10 n 3 - 0.0198 (3.4) 

식 (3씨에 식 (3.2)를 대입하고 p 와 D를 고정시키면 다음의 식 (3.5)를 얻게 된다. 

1.381 X 10- 10 k = J. .uu;;; ,J. Y P - 0.0198 (3.5) 

즉 다른 작업변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교반기의 회전속도를 증가시키면 필요한 

전력량은 증가하지만， 전력량이 증가함에 따라 분쇄속도상수가 선형적으로 증가하 

여 평균입도가 작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전력량의 증가를 감안할 때， 교반 

기의 회전속도 증가는 분쇄효율의 증진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전력량 P와 분쇄속 

도상수 k가 모두 회전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분쇄효율은 투입한 전력에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전력량과 평균입도를 함께 고려 

할 때 슬러리 농도의 최적치에서 분쇄하는 것이 교반기의 회전속도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분쇄의 효율면에서 더 우수함올 알 수 있다. 

3) 분쇄매개물의 영향 

일반적으로 같은 부피의 분쇄매개물올 사용하였을 경우， 분쇄매개물， 즉 ball의 

수는 l/d3(d는 ball의 지름)에 비 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단위시간당 ball의 충돌횟 

수는 그 지름이 작을수록 증가하며 따라서 작은 업자의 분쇄에는 작은 ball을 사용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mill 내에서 ball이 입자를 분쇄하기 위 

해서는 ball이 입자를 파쇄하기에 충분한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좌우하는 요소로 ball의 크기， 무게， 강도 둥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매개물의 비중 

이 클수록， 매개물의 크기가 작을수록 입자의 미분쇄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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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농도 슐러리 쩌호공정 이론 

업자는 액중에 현탁되었을 때 불완전한 입자표면의 원자배열/ 점토광물의 양이 

온 교환과 같은 현상에 의해서 입자표면에 전하를 띄게 된다. 이 표면전하로 인해 

액중의 이온들 중 반대하전을 띄는 이온은 햄子表面으로 끌려고 同一혜電을 띄는 

이온은 반발하는데/ 이때 입자와 액체 사이의 경계면에서는 전기적 이중층 

(electrical double layer)이 발생한다. 전기 이중충은 반대이온(counter io띠이 업자 

표면에 밀착한 固定層(Stern layer)과 액중에 확산된 據散層(D표fuse layer)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층의 개념은 Helmholtz, Gouy, Stern동에 의하여 이론으 

로 정립되었다. 업자 표면으로부터 거리 (x)에서의 반대하전이온의 電位分布로 인한/ 

전기 이중층의 전위 강하(rþ)는 포아송 법칙에 의해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식 (3.9)와 같다5)，6) 

rþ = rþ 0 exp [ -(xjkη (3.9) 

여기서 x 입자 표면으로부터의 거리 

rþo 입자표면에서의 전위 

K'l : 전기 이중충의 두께 

여기서， K끼이중층의 두께)를 구하는 식은 식 (3.10)과 같다5)，6) 

k 1 = ( .:réokB~ 11
/
2 

- \ p2L;，N~7 ) 
여기서 N 이온 농도 

T: 절대옹도 

(3.10) 

Z : 이온 가수 

F: 페러데이 상수 

é 0 , é r 분산매(공기/ 물)의 유전상수 

kB : 볼쓰만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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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주위에 배열된 二重層은 입자와 함께 움직이는 부분(stem layer의 내부)과 

그렇지 못한 층으로 나뉘는데 이 境界面을 shear layer라고 하고 이 면에서의 電位

가 zeta-전위이다. zeta-전위는 식 (3.11)에 의해 구할 수 있다5)，6) 

t 
f H 7J J) e 

C r C 0 E 

여기서， s 입자의 제타전위 

lI e 입자의 전기영동속도 

(3.11) 

E: 전기장 r; 점성도 

é 0 , é r: 분산매(공기/ 물)의 유전상수 

fH : 헨리 상수(=1.0-1ε Henry constant) 

일반적으로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인력 (attraction force)과 척력 (repulsion 

force)이 존재한다. 액중에서 업자들이 안정한 分散 狀態를 유지하는 이유는 

현탁액 업자 자신이 그 표면에 갖고 있는 電氣 二重層에 의한 척력/ 즉 電챔效 

果와 고분자와 계면활성제 홉착에 의한 吸훌層 效果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액 

중에 떠 있는 물질의 업자가 전기 이중층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들 입자는 

van der Waals 힘/ 즉 인력 때문에 웅집된다. Fig. 54는 입자와 입자 사이간의 

거리에 따른 인력과 척력/ 상호 작용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5)，6) 

Fig. 54에 서 독선 UA는 두 업 자간 거 리 의 함수로 van der Waals힘 에 기 인 

한 위치에너지를 나타낸 것이고r 콕선 UR는 반발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곡선 

UT는 이중층의 척력과 van der Waals 인력을 결합시킨 독선이다. 따라서 독선 

UT가 최대값을 갖는 한 그 현탁액은 안정성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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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Schematic potential energy curves according to distance 

between charged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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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슐러리 포말확공청 

고상포말법에 의한 다공체 제조 방법은 세라믹 슬러리를 발포하여 포말 

중의 구성기포를 기공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y 다공체의 기공구조에 절 

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슬러리의 포말화 과정은 최종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슬러리의 포말화과정은 교반밀을 이용하여 제조된 슬러리에 기계적으로 외 

부공기를 도입하여 발포하게 된다. 이 때 형성되는 포말은 고-액-기 3상으로 이 

루어진 분산계로서 이를 고상포말(solid - phase foam) 또는 3상포말(3-phase 

foam)이라 부른다. 고상포말의 특성은 구성기포의 크기， 포말충을 형성하는 액 

체와 기체의 체적비 및 포말충의 안정도 퉁이 되며 I 이는 기계적 교반조건과 

슬러리의 조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공정에서는 고상포말의 형성원리와 슬러리의 발포시간에 따른 형성포 

말충의 양에 관한 일련의 실험결과 및 최종 포말층의 체적과 소성다공체의 기 

공율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였다. 또한 주입성형에 적합한 슬러리를 얻기 위하 

여 요구되는 슬러리의 성질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인자에 관하여 검토하 

였다. 

1-4. 성혈 • 소성공청 

발포공정이 끝난 고상포말의 주업성형 방법으로는 슬립캐스팅 (slipcasting)과 겔 

캐스팅 (gelcasting)을 이용하였다. 슬립캐스팅은 보수성(保守性) 성형틀에 주입하여 

성형체(成形體I green body)를 얻는 방법이다. 슬립캐스팅은 프레스 성형 또는 소 

성성형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정은 있으나I 복잡한 형상을 갖는 제품을 얻 

기가 용이하며/ 성형장치의 설비비가 싸다는 이점 때문에 소량 생산에 적합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8) 그리고 겔캐스팅은 건조과정에서 세라믹 성형체에서 발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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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균열을 방지할 수 있고 건조후 성형체의 강도가 슬립캐스팅에 비하여 크다 

10),11) 그러나 겔캐스팅은 수지를 고상포말과 혼합하는 과정에서 기포가 파괴되어 

높은 기공율을 갖는 다공제를 제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절에서는 고상포말의 형성원리와 슬러리의 교반시간에 따른 고상포말의 부피 

변화/ 슬러리 입자의 입도와 기포제의 농도가 기공구조에 끼치는 영향/ 다양한 시 

료를 이용한 발포공정의 가능성을 조사 하였다. 또한 주입성형에 적합한 슬러리를 

얻기 위하여 요구되는 슬러리의 성질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인자에 관하여 검 

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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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2 철 시료 및 실험방법 

2-1. 시료분석 

가. 확확쩍 호청 

회 장암의 화학분석 치 를 Table 54에 나타내 었다. 표 2.1과 비 교하여 화학조 

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회장석의 CaO성분은 약 20%정도이지만 본 시료의 

CaO성분은 10%를 조금 넘는 정도로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h03 성분 

역시 일반적인 회장석의 약 37% 정도에 비해 20%정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순물로 존재하는 산화철이 매우 높게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54 Chemical Analysis on By-Product of Ilmenite Ore 

λ‘세1 혹 1:i- Siα Ah03 F~03 MgO Cao Na20 K20 Ti02 Ig. loss l 

함량 48.6 20.2 6.55 3.25 10.4 2.66 0.57 0.21 7.47 

나. 콸률학적 륙칭 

회장암의 광물학적 조성에 대한 동정과 분쇄실험에 따른 결정구조의 변화 

를 관찰하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을 행하였다. 

X선 회 절 장치 (X-Ray Diffractometer)는 Rigaku社의 RAD-C 형 모델 4037A1을 이 

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X선은 CuKα 선 이었으며/ 이의 파장은 1.54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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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는 회장암 분말시료의 XRD분석결과이다. 회장암의 주요성분인 albite 

와 anorthite의 주 피크가 나타나며/ 각섬석과 휘석의 피크도 확인할 수 있다. 

Fig. 56 - Fig. 59은 교반밀을 이용한 습식 분쇄시간에 따른 회장암의 XRD 피크 

변화를 관찰한 것이다. 

S&øpl. N&.. Llll 

.SK 

m 
응 .15 

l.a II.a 21.11 힐.a 4I.a 51.11 .I.a 15.11 

Fig. 55 X-ray diffraction pattem for anort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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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IIpl. N‘.. LI.2 

.5K 

cn 
읍 .15 

I.n II.n 21.11 51.. 4I.n SI.n øl.n 15.n 

Fig. 56 X-ray diffraction pattern for anort피te after 0.5 hour m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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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lIpl. N‘.. LII3 

‘!iK 

rn 
읍 .15 

I.n 11.n 21.'1 !I.n Q.n' D.n .I.n :15 •• 

Fig. 57 X-ray diffraction pa야em for anorthite after 1 hour rrù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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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1. N‘.. LI14 

.5K 

rn 
몹 .15 

3." 5I.n 41.n sl.n II.n 혈.톨 

Fig. 58 X-ray diffraction pa야em for anorthite after 2 hours rn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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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N~.. LIIS 

.5K 

cn 
응 .15 

1.. 1... 21." 5'.n u.n 51.R B'.n 79 •• 

Fig. 59 X-ray diffraction pa야em for anorthite after 4 hours m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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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혹청기기 

가.압도분석 

각각의 분쇄 생성물에 대한 입도분석은 레이저 광 회절분석법을 적용한 

SHIMADZU사의 SALD-2001 기기(입도측정 범위 0.03-700때)를 이용하였다. 입 

도분석에 필요한 시료는 피멧으로 샘플링한 후 sonicator를 이용하여 증류수에 

분산시켜 측정기기에 주입하였다. 각각의 입도분석은 수회 반복 측정하였다. 

나. 역중 표면천위 혹정 

미립자의 액중 표면전위의 변화는 Zeta-meter사의 Zeta-meter, system 3.0을 

사용하여 제타전위( ?; -potential)를 측정함으로 명가하였다. 회장석 분쇄생성물을 

침강법을 이용하여 3μm 이하의 입자를 회수한 후 제타전위를 측정하였다. 이때 

용매는 증류수를 사용하였으며 현탁액의 입자농도는 200-300ppm으로 조절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분산제의 농도에 따른 액중입자의 표면전위 변화를 관찰 

하기 위하여 분산제의 농도를 0, 400, 800, 1600, 3200ppm으로 변화시키면서 입 

자의 제타전위를 측정하였다. 

다.첨도혹청 

고농도 슬러리의 유동특성 및 분산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슬러리의 점도를 

측정하였다. 점도계는 2-300CP 의 측정범위를 갖는 RION 社의 VISCOTESTER 

VT-03 기기를 이용하였다. 발포공정에 필요한 고농도 슬러리를 조제하기 위하 

여 분산제의 종류와 첨가량에 따른 슬러리의 점도변화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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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혈험방법 

가-시료푼비 

회장암을 이용하여 다공성 소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괴상의 회장암을 조크러셔 

(j aw crusher)를 이용하여 2cm 이하로 파쇄한 후 롤크러셔 (ro11 crusher)를 이용하 

여 3mm 이하의 입도로 분쇄하였다. 이것올 펼버라이져 (pulverizer)를 이용하여 

200mesh 이하로 입도를 조절하였다. 이와 같은 시료의 준비과정올 Fig. 60에 도시 

하였다. 

회장암(괴상) 

Jaw Crusher 
< 2 cm 

Roll Crusher 
< 3 mm 

Pulverizer 
< 200 mesh 

회장암 분말시료 

Fig. 60 FIow chart of process for preparing anorthite powder 

- 173 -



나. 슐석 :il반밑링 

시료준비과정에서 얻어진 200mesh이하의 시료를 이용하여 습식 교반빌링을 진 

행하였다. 회장석 입자의 입도분포는 슬러리의 발포조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므 

로 원하는 압도로 조절하는 분쇄공정이 수반된다. 이러한 분쇄공정은 습식으로 진 

행되며， 발포조건에 적당한 슬러리 농도를 분쇄조건으로 선택하게 된다. 일련의 실 

험을 통해 발포조건에 적당한 슬러리 농도는 65-70，따.%임올 확인하였으며， 따라 

서 습식 교반밀링시의 슬러리 농도는 70wt.%로 고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교반밀은 실험실용 회분식 분쇄기로 밀의 용적은 1 Q (9? !Emrn X 162 

nm)이고 교반밀의 최대 교반속도는 9l)rpm이다. 실험에 사용된 분쇄매개물은 알루미나 재 

질의 볼(벼11)이며， 충전율은 J=D.5로 고정하였다. 분산제(s얘um hexarreta야lOSphate)의 농 

도는 시료를 기준으로 하여 0.8wt.%를 첨가하였다. 분쇄 생성물의 업도분석은 레이저광 회 

절분석법올 적용한 SHIMADZU사의 SAl요2001 기기(업도측정 범위 0.ffi-700뼈를 이용하 

였다. 

다. 분산슐러리 호쩌 

슬러리의 초기구성은 고-액체로 이루어진 2相이다. 고-액 현탁액인 슬러리 상태 

에서는 물의 양이 발포조건에 영향올 미친다. 이는 물의 양에 따른 슬러리의 점도 

변화에 그 원언이 었다. 포말층이 형성되는 동안 슬러리는 고-액-기체로 이루어진 

3相의 계로 바뀐다. 이 경우에 포말층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몇몇 시약올 첨가하게 

되며， 이러한 첨가제의 양은 물의 양과 함께 발포조건에 영향올 미친다. 이러한 관 

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 Fig. 61이다. 

Fig. 62는 슬러리 조제공정에서 조절해야 하는 인자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는 

Powder/끼iVater비， 첨가제의 양， 입도둥이 있다. Powder!W ater비는 습식분쇄시의 

슬러리 농도로 표현되며， 이는 슬러리의 점도와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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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간의 반발 

입자와 용매와의 

친화성 

Fig. 61 Factors of particle dispersion in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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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채공정 

분산제 

습식 교반밀 분쇄 

기포제 

조제된 슬러리 

결합제 

조절인자 

시료/물 비율 

분산제의 농도 

분쇄생성물의 

입도 

결합제의 농도 

기포제의 농도 

Fig. 62 Processing and factors of high-concentrated dispersed sluπy 

for porous rn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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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도 

원료의 업도가 미분체일수록 입자의 비표면적은 크게되며， 이는 슬러리농도가 

일정한 경우에도 각기 다른 점도를 갖는 원인이 된다. 미립의 업자로 구성된 슬러 

리는 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되며， 포말공정에서 슬러리의 높은 점도는 기포의 생 

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동일한 슬러리 농도하에서 조립의 입자로 구성된 

슬러리는 잉여수분이 상대적으로 많게되어 점도는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잉여수분의 영향으로 발포시에 기공의 안정도가 떨어지게 되고， 발포에 

의해 생성된 기공의 크기분포가 매우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올 여러 실험올 통해 

확인하였다. 경험적으로 회장석의 슬러리는 농도가 70、wt.%일때 입자의 평균입도 

dm이 2 - 3fllll언 입자를 사용하는 것이 발포공정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된 

기공의 크기가 수 십 fllll 이내에서는 슬러리의 입도 자체가 발포된 기공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균압도 dm이 4-6fllll인 경우에는 포말공정 직 

후에 생성된 기공의 직경이 수100fllll정도이며， dm이 1-3fllll인 경우에는 수lOfllll이었 

다. 그러나， 원료의 입도에 의한 기공크기의 제어는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한 변동 

이 심하며， 따라서 실질적인 제어방식으로서의 업도조절은 용이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첨가제의 양 

발포공정에 필요한 첨가제는 대략 세가지로 구분된다. 분산제， 기포제， 결합제 

가 이에 해당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기포를 안정화 시키는 안정제가 첨가되기도 한 

다. 이들은 모두 원료분체가 슬러리 인 상태에서 첨가되므로 수용성이어야 한다. 

분산제는 슬러 리의 분산성을 유지시켜 주며， 점도를 떨어뜨려 유통성올 개선한 

다 이는 곧 건조과정에서 제거해야 하는 수분함량올 줄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분산제를 사용하는 경우， 슬러리 농도가 약 70wt.%까지 발포가 가능하였으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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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η : 현탁액의 점도 

η 。 현탁시키는 액체의 점도 

V: 고체입자의 부피분율 

위의 식은 이상적인 점도식이며， 실제계에서는 입자의 크기， 업자표면의 전하， 

입자의 형상이 현탁액(슬러리 )의 점도에 영향을 끼치기에 다음과 같은 보정된 점 

도식을 사용한다. 

TJ = (1 + V) TJ 0 + k . V + k 1 • V 

여기서， k: 전하상수 

kl : 형상상수 

라. 슐러리의 발포 

(4.2) 

교반밀을 이용하여 조제한 슬러리의 發泡工程은 기계적 교반으로 외부공기를 유 

입하여 포말층올 형성시켰다. 발포실험에 사용한 기포제는 sodium 1a따y1 sulfate이 

고， 결 합제 는 po1yviny1 alcoholCPV A) 이 다. 

교반시간에 따른 고상포말의 체적 증가를 관찰하는 실험은 회장석 슬러리 

(70v이.%)를 사용하였다. 측정시간의 간격은 2분이며 ， 50분까지 측정하였다. 한편， 

기포제의 농도에 따른 기공구조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기초실험으로， 비교적 물성 

이 잘 알려진 규석을 사용하여 포말화 실험을 행하였다. 기포제는 슬러리에 포함된 

물에 대 한 농도로 하여 0.4, 0.6, 0.8, 1.0 wt.%로 달리 하여 첨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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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3 절 실험결과 및 고찰 

3-1 쿄반밀 분쇄업짜의 톨톨엉 

가. 압짜 혈상 

회장암 분말시료를 주사식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M-35CF, 

]EOL社)으로 관찰하여 분쇄에 의한 업자의 크기 및 형상변화에 대한 고찰을 행하 

였다. 이 때 회장암 분말시료를 훌더(Holder)에 안착시키고， 전도성 물질언 금으로 

표면올 코탱한 후 전자현미경 관찰올 행하였다. 

Fig. 63은 교반밀 분쇄 전의 시료의 SEM사진이다. 그림에서， 판상구조의 업자 

가 장석이고 침상구조의 업자가 각섬석과 휘석임을 알 수 있다. Fig. 64는 교반밀 

로 4시간 분쇄한 후의 회장암 시료의 SEM사진이다. 분쇄가 진행된 후에도 장석은 

결정의 벽개면이 잘 나타나 있어서 육안으로 구별하기 쉬우며， 침상의 각섬석과 휘 

석이 주위에 흩어져 있는 것올 관찰할 수 있다. 

나. 압도분포 및 멸균입도 

Fig. 65는 회장암 슬러리를 교반밀로 습식 분쇄하여 얻은 분쇄 생성물의 누적입 

도분포를 semi-log로 표현한 것이다. 이 때， 슬러리 농도는 70wt.%이었으며 분쇄 

매개물은 3mm 알루미나 볼올 500cc 사용하였다. 분쇄조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교반기의 회전속도는 600rpm 이었다. Fig. 65에서， 분쇄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쇄 

생성물의 입도분포의 폭이 좁아지는 것올 볼 수 있으며， 미립자의 증가에 따른 평 

균입도가 감소됨올 알 수 있다. Fig. 65로부터， 분쇄시간에 따른 분쇄생성물의 평균 

업도변화를 도시한 것이 Fig. 66이다. 분쇄조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쇄시 

간에 따른 평균입도의 감소가 조제 첨가시보다 다소 느리게 나타남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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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조제의 첨가목적은 미분쇄시에 미립자의 재웅집올 방지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포말공정에서 슬러리의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분쇄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슬러리의 점도가 증가하게 되고， 입자간의 웅집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이 

분쇄율올 저하시키는 원언이며， 분쇄조제를 첨가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즉 슬러 

리 내에 첨가된 분쇄조제는 업자간에 전기적 반발력올 일으켜서 웅집현상을 막고 

슬러리의 점도를 떨어뜨려 유동성올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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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SEM for anorthite before m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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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 SEM for anorthite after miIling 

- 183 -



GrIndIr영

-+- F'" 
-e- "'*' 
-+- ‘빼1 

-용- 써1 

--.k- ，써’ 

--z웅 3"'*' 

--- “빼1 
-B- '20.’,., 
-+-- 2_ 

100 

80 

20 

40 

60 

(
얻·
i톨
)
 =。
-
i
u
E‘
@
〉
;
며
-
그E
걱
U
 

1000 100 

Particle slze (um) 

Fig. 65 Partic1e size distribution of anorthite as a function 

184 

of milling time 



wlthout dlspeπant 

wlth dlspersant 

100 

10 

E= 

-@N-m 

=
애

Q
E
 

。

300 

Particle rnean size as a function of rn i11ing tirne 

185 

100 200 

Grinding Time, min 

Fig. 66 



3-2. 분쇄출러리의 륙성 

가. 슐러리 첨도 

회장암 슬러리의 분산성올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분산제를 선택하기 위한 실험 

올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분산제는 Sodium Hexarnetaphosphate와 Poly 

Acrylic Acid, Sodium Salt 이었으며， 회장암 200mesh 이하의 입자를 사용하여 슬 

러리의 농도를 50wt.%로 조절하였다. 분산제의 농도에 따른 슬러리의 점도변화를 

Fig. 67에 도시하였다. Sodium Hexametaphosphate를 사용한 경우에 회장암 슬러 

리의 점도가 최소가 되었으며， 슬러리에 대해 약 0.02-0.04wt.%를 첨가하였을 때 

효과가 좋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산제의 농도에 따른 점도변화는 3장에서 설명한 

전기이중층 이론으로 설명되어진다. 

나 . Zeta Potential 변 화 

분산제가 업자의 표면전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분산제의 

농도에 따른 입자의 제타전위의 변화를 실험하였다. 회장암을 분쇄한 후 침강법올 

이용하여 2fllll 이하의 업자를 회수한 후 증류수에 업자가 0.01 wt.% (lOOppm) 포함 

된 희박용액올 제조하였다. 여기에 분산제의 농도에 따른 제타전위를 측정한 결과 

가 Fig. 68이다. 분산제의 농도가 0.05wt.%에서 제타전위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 

었고， 이보다 높은 농도에서는 오히려 제타전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제타전위의 절대치가 가장 큰 분산제 농도 0.05wt.%에서 업자들의 분산상태가 

가장 양호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슬러리의 점도측정결과와 잘 일치한다. 또 

한 슬러리 농도 30wt.%의 슬러리를 침강시켜 얻은 상정액을 이용하여 제타전위를 

측정한 결과， 희박용액에서 측정한 제타전위의 값보다 다소 높은 값을 얻을 수 있 

었으며 이를 Fig. 68에 도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용액내의 이온강도가 희박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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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세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고농도의 슬러리를 분산시키는 경우에는 고농 

도 슬러리가 갖는 이온강도에서 입자의 제타전위의 변화가 있음을 지시하는 것이 

다. 용액의 이온강도가 높은 경우에도 제타전위의 감소치가 가장 큰 분산제의 농도 

는 O.05wt.% 근처 이 었다. 

3-3 슐러리 발포륙성 

가. 시간변화에 따른 구성기포의 크기 

포말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포말층의 체적변화를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Fig. 69이다. 그림에서 ， 포말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포말충의 체적 증가율은 감소 

하게 된다. 이때 체적증가율이 zero가 되는 구간 즉 포말화시간이 경과하여도 더 

이상의 체적변화가 없는 구간을 한계포말화 상태라 하며 이 상태에서 포말의 체적 

을 그 농도에서의 한계포말체적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그림에서， SLS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포말화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과 한계포말체적이 증가함올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SLS의 첨가량 56α)ppm에서 임계특성올 보이며 그 이 

상의 농도에서는 더 이상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각 농도의 한계 포말화 상태 

에서 화상해석올 통해 구한 평균 기공의 크기를 측정한 것을 도시한 것이 Fig. 62 

이다. 그림에서，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평균 기포의 크기는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액 -기 2상에서는 계면활성제가 첨가됨에 따라 액체의 표연장력을 

낮추게 되고 이는 발생기포의 크기를 감소시키므로 2상에서의 결과와는 반대로 나 

타났다. 이는 포말층의 안정도와 관련이 있다. 한편， 기포의 합일 또는 파괴는 기포 

내부공기의 확산으로도 발생하는데 인접 기포간의 거리가 멀수록 이러한 확산은 

느리게 진행한다. 인접기포간의 거리는 기공률과 관계되므로 기공률에 따른 기포의 

합일정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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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구성기포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인접기포간의 거리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구성기포간의 합체가 보다 빈번해지 

고 이는 결과적으로 포말층의 평균기공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기체운동론에서 평균 자유행로 A 는 입자 충돌간의 거리로 정의된다. 분자의 속 

도를 <c>라 하면， 1초동안 분자는 {<c> x ls}m를 이동하고 이때의 충돌횟수를 Z 

라 하자. 이동한 거리를 충돌수로 나누면 충돌하는 동안에 이통한 거리를 얻게 된 

다. 즉， À =<C>/Z이 다. 

한편， 분자의 지름이 2 0", 반지름이 o 이고 높아가 <C>인 원통올 가정하자. 이는 

한 분자가 1초에 휩쓸어간 거리를 말한다. 원통 안의 분자수는 π 0" 2<c>N이고 이 

는 한 분자가 1초 동안에 충돌하는 횟수와 같다. 분자속도 <c>의 상대적인 평균은 

、l2<c> 이므로 Z=굉π';<c)N이고， 평큐자유행로느 1 이다. 
t.!.. " ~I 11 ~O ~ '-- 굉π';N 

여기에서， N올 단위부피당 기포의 수라 한다면 

-d 
-2 

p
-껴
 

-4-3 = N 
(5.1) 

p: 슬러리 내의 기포의 체적분율 

D: 기포의 지름 

따라서 À= τ묵: 가 된다 
6ý2P 

P는 슬러리에 포함된 기공의 부피분율이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l- -.l 
a 

(5.2) 

a : foaming ratio(Vν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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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À= _ g .D 
6ν2(a- 1) 

(5.3) 

가 된다. 

D를 30때로 가정하면 a 에 대한 구성기포간 인접거리의 변화는 Fig. 70과 같다. 

Fig. 71은 포말충의 표면에서 단위면적당 포함된 기포의 수를 시간에 따라 측정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기포 내부의 공기가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 

과 동시에 액체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커버글라스를 덮고 관찰하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포간의 압력차로 인한 가스확산으로 기포의 합일이 발생함올 알 

수 있다. 표면의 기포 합일이 계속 진행되어도 전체적인 포말층의 체적변화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포말의 안정도가 높아짐올 

알 수 있다. 16분 이후로는 기포의 합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포말층 

이 안정화되 었다고 할 수 었다(Fig. 71). 포말올 구성하고 있는 액막 안의 액체는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리는데 이러한 현상을 중력배수라 한다. 중력배수에 의해서 

액체가 흘러내리면 액막은 점점 앓아지게 되며 기포는 안정성올 잃게 된-다. 액체의 

배수속도는 입자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모세관압과 액막 안에 있는 액체의 점성도 

가 높올수록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3상 포말은 포옴에 비해 높은 안정도를 갖는 

다. 

나- 포맙흥 내의 기포의 체적비 

기포력은 일반적으로 용액 내에 일정시간 가스를 주업하여 형성되는 포말의 부 

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생성된 포말의 부피가 클수록 기포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기포의 생성이 용이하여 단위 가스주입량당 형성 포말의 부피가 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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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기포력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른 기포력의 차이는 

Fig. 69로부터 평가할 수 있다. 그림에서， 포말층의 부피 증가율은 발표시간에 대해 

선형적이 아님올 알 수 있다. 이는 액-기 계면에 홉착되는 계면활성제의 양이 평 

형상태에 접근한다고 볼 수 있다. 

Fig. 72는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른 최대 포말충의 부피를 기공률로 환산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계면활성제 농도가 증가할수록 최대 기공률은 선형적으로 증 

가하다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형태를 보인다. 

다. 구청기포의 크기 

Fig. 73은 포말의 안정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포말층의 부피를 일정하게 유 

지한 상태에서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른 구성기포의 평균경의 변화를 측정한 결 

과이다. 2상에서의 결과와 통일하게 계면활성제의 양이 증가할수록 기포의 평균크 

기는 작아지는 경향올 보임올 알 수 있다. 계면활성제 수용액에서 표연장력과 발생 

기포의 크기는 비례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발생기 

포의 크기는 작아진다. 따라서 농도가 증가할수록 비표면적은 증가하게 된다. 이는 

첨가된 계면활성제 중에서 고-액 계면에 존재하는 양과 액중에 폰재하는 양올 제 

외한 나머지 첨가량과 관련 있으며 잉여 첨가량이 새로이 형성되는 액-기 계면의 

면적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계면활성제를 과량 첨가하는 경우에는 액

기 계면의 면적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발생 가능한 최대 액-기 계면의 면적 

은 슬러 리 특성 에 따라 좌우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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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logα) = -0.161551 * 10g(X) + 5.8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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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형형 • 소성iI 특형 

가.기공크기 

Fig. 74와 Fig. 75는 평균입도 &。이 3f.l111인 입자로 구성된 슬러리를 이용하여 제 

조한 회장석 多孔體를 화상해석장치로 관찰한 것이다. Fig. 76은 Fig. 74-75의 조 

건으로 제조한 多孔體의 기공크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액-기 2상에서는 기포의 

크기가 용존하는 기포제의 농도에 따라 변하였지만， 고-액-기 3상에서는 기포제의 

농도에 대한 기공의 크기변화가 심하지는 않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액-기 2상에서 발생되는 기포의 크기는 액체의 표연장력과 다음의 관계가 성립 

한다. 

6Yó\ 츄 
d=(~스~[ ) j 

gp 

여기서， d 기포의 직경 (m) 

δ 기포발생튜브의 직경 (m) 

r 표면장력 (N/m) 

g 중력가속도(m!S2) 

p 액 체 의 밀도(kg/m3) 

(5.4) 

위 식에 따르면 2相에서 생성되는 기포의 크기는 액체의 표연장력이 증가할수록 

작아진다는 것올 알 수 있다. 하지만 3相 포말법으로 제조된 多孔體의 기공크기는 

슬러리 발포공정에서의 기포의 크기와는 대체로 일치하지 않으며 건조과정에서 기 

포의 합일Ccoalescence)정도에 따라 기공의 크기가 결정된다. 즉， 기포의 합일빈도 

가 많을수록 평균기공의 크기는 커지며， 합일빈도가 적올수록 평균기공의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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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리 발포공정에서 생성된 기포의 평균크기와 비슷하게 된다. 기포의 합일은 중 

력배수에 의한 액막의 파열과 관련이 있으며， 고-액 슬러리의 경우에는 슬러리의 

점도에 따라 중력배수속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건조후 多孔體의 기공의 크기는 발 

포공정에서 슬러리의 점도와 관련이 있다. 이는 슬러리를 구성하는 입차의 크기와 

관련이 있으므로， 입자경이 변함에 따라 슬러리의 점도도 변화한다. 따라서 입자경 

이 감소할수록 기공의 크기는 작아진다. 

나.기공률 

슬러리 발포공정에서의 고 액 기상의 체적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슬러리중 

에 회장석 입자가 차지하는 체적 및 액체의 체적을 각각 Vp, Vt 이라 하면， 고상포 

말층의 체적 변화 Vf(t)는 

Vf(t)=Vp+V P. +Vg(t)=VS+Vg(t) (5.5) 

로 표시된다. 여기서， Vs는 슬러리의 체적이며 이는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며， 

발포가 이루어지기 전의 초기상태에서는 Vg(t) = 0가 된다. 그러므로， 슬러리의 발 

포공정은 슬러리에 주입되는 기체의 체적 Vg(t)를 증가시키는 공정이라 할 수 있 

다. 

초기 슬러리의 체적 Vs로부터 발포후에 포말층의 체적 Vf올 얻었올 경우에 소성 

체의 기공율 E 올 추정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é =1--ι
P p 

(5.6) 

여기서 p 및 Pp는 각각 소성체의 bulk밀도， 업자밀도이다. 또한 소성체의 bulk 

- 199 -



Fig. 74 Surface of anorthite porous material (40 times) 

Fig. 75 Pore structure of anor암ùte porous material (100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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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도 p 는， 

월좌결량 
소성체의 부피 

p 

입자질량 x (1-중량감소율) 
성형체의부피 x (1-소성수축률) 

입자질량x (1-소성중량 감소율) x (1-건조중량 감소율) 
포말충 체적 x (1-건조 수축률) x (1-소성 수축률) 

옳
-
이
밑
 

랩
-
쭉
 

즈
。
-
서
。
 

조
 -
소
 

건
-
-

二Q 
1l4-

× 

(5.7) 

p 의 역수를 취한 후 업자밀도를 곱하여 주고， 기호로 표현하면 

업자칠량 x (1-소성중량 감소율) 
(액체체적 +입자체적 +가스체적)(1-건조 수축률) 

이 된다. 여기서 

(5.8) 
( V，+Vp+V겨)(1- 건조수축률)(1- 소성수축률) 

Vp( l- 건조중량감소율)(1-소성중량감소율) 
...!!....P... _ 

* p 

V, \ I f Vg \ I " (1 건조A축률)(1-소성수축률) 
= [(날)+(혈)+1] (1-건도중량강소율)(1-소성중량감소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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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_ ( v"/+ Vg + V:p 、 (1- 건조수축률)(1- 소성수축률) 
1 - é - \ Vp I (1-건조중량감소율)(1-소성중량감소율) 

(5.9) 

이 되며 건조 수축율， 소성수축율 및 중량 감소율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 

은 결과를 얻올 수 있다. 

1 _ Vs +효 l쇼 4효 l쇼 4쓰E 
1- é Vp Vp ’ 낌 Vp ’ V 

여기서 a 

그러므로， 

포말층 중의 가스체 적 부피 (l강) 
최초 슬러리의 부피 ( Vs) 

Ds 
é =1-1:수도 

여기서， Ds = Vr/Vs (슬러리의 부피농도) 

이 된다. 

(5.11) 

(5.10) 

Fig. 77은 Ds를 매개변수로 해서 포말화공정에서 외부로 부터 도입된 가스량 

Vg와 최초 슬러리 부피 Vs와의 비 Q 에 따른 소성 多孔體의 氣孔率올 식 (5.11)에 

의하여 추정한 것이다. 

그래프에서 a=l은 최종 포말층의 체적이 최초 슬러리량의 2배가 됨을 의미하며， 

203 



1.0 

0.8 

Fig. 77 Pore ratio as a function of foaming rate in sl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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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발포공정에서 최초 슬러리의 양과 동일한 양의 가스를 주입하였음올 말한다. 

초기 슬러리의 농도가 65wt.%인 경우， 회장석 입자의 밀도 Pp늑2.6g/c며올 고려하면 

최초 슬러리중의 입자의 체적분율 Ds = 0.416이 된다. 따라서 ， a=1 즉， 최종 포말 

층의 체적이 최초 슬러리양의 2배 (VιVo=2)가 되도록 슬러리를 발포하면 소성多孔 

體의 기공율은 약 80%가 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포공정에서 氣孔率올 제어하고， 건조 • 소결공정올 마친 후 

에 氣孔率올 측정하면 발포공정에서의 氣孔率보다는 작은 값을 보이게 된다. 이는 

건조 · 소결공정올 거치연서 전체적으로 수축하기 때문이다. 실험적으로 구한 氣孔

率은 회장석 多孔體의 경우 최대 78%의 氣孔率올 보인다. 

화상해석에 의한 氣孔率은 실험적으로 구한 氣孔率과는 차이가 심한 값올 보이 

게 되는데， 화상해석의 경우에는 組氣孔(macro-pore)만올 측정하여 해석하기 때문 

이다. 실제로 多孔體의 氣孔率올 결정짓는 빈 공간의 종류는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발포공정에서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기포가 빈 공간을 만들며， 이는 

수십~수백αn의 크기를 갖는다. 이를 組氣孔이라 한다. 둘째로 원료입자가 기질을 

형성하면서 입자간 간극에 의한 빈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 이를 細氣孔(rnicro-pore)

이라 하며， 보통 수f.llTl 이하의 크기를 갖는다. 화상해석에 의해 구한 氣孔率은 組氣

孔만을 고려한 氣孔率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값을 실측치와 비교하면 細氣孔

率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다음 식으로 설명되어진다. 

ê = (V V) mac + (V V) mic = (V V )따+ [1- (V V )mac] X ébulk (5.12) 

여기서 é 氣孔率

(VV)mac macro-pore의 체 적 비 

(V v)mic micro-pore의 체 적 비 

é bulk 원료입자의 bulk 충전시의 공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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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석 多孔體의 경우 화상해석에 의한 (VV)mac은 55-65% 이다. 실험적으로 구 

한 氣孔寧은 70-80%이며 따라서 ê bulk는 약 40% 내외로 나타났다. 

다. 기공의 혈빼 

Fig. 78은 고상포말법에 의해 제조된 다공체의 일반적인 기공의 구조를 모식화 

한 것이다. Fig. 78(a)는 2차원 별집구조(Honeycomb structure)를 갖는 多孔體를 

모식화 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多孔體는 Fig. 78(a)와 

같은 구조를 보인다. Fig. 78(b)는 3차원 망상구조(Network structure)의 多孔體를 

모식화 한 것이며， 본 연구로 개발된 多孔體의 구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多孔體의 기 공구조는 氣孔率과 밀접 한 관계 가 있다. Fig. 79과 같은 BCC(Body 

Centered Cubic)충전구조를 갖는 기공분포를 가정한다면 단위격자의 한 변의 길이 

는 a이며 ， 대각선의 길이는 、12a가 된다. 따라서， 단위격자의 맞은편 꼭지점올 잇 

는 선분의 길이는 피a가 되며， 이는 내부에 존재하는 구의 지름 dc의 2배이다. 

v <J. 
즉， 구의 지름 dc는 」스~a가 된다 그러 n 로， 단위격자의 공극률올 구하는 식은 2 '-40 ' I ~-， . --,-

다음과 같이 된다. 

ê 풍(훈 )3 (5.13) 

위 식에서， a가 단위길이를 갖는다면 공극률은 0.68이 된다. 이는 세라믹의 기공 

분포가 BCC구조를 갖는다고 할 때 기공과 기공이 접촉할 수 있는 최소 氣孔率올 

의미한다. 따라서， 기공 내에 window channel 구조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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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孔率이 0.68 이상이어야 함올 알 수 있다. 

한편， Fig. 80과 같이 두 구가 서로 겹치는 BCC 모델을 가정하자. dc는 구의 지 

름이며，<10는 구가 겹쳐 형성된 원의 지름이다. 단위격자의 부피는 a3이며， 격자 내 

의 구의 부피는 1/3 π 핵이다 격자 내에서 구와 구가 겹치는 곳은 총 8곳이며 

이들 겹치는 부피는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16 1_2 I 3 Vc= .L"V π hZ ( ~ dc-h) 
3 ' 2 

(5.14) 

따라서 격자 내의 기공의 부피는 

않=동 π냉 _N π h2 (요 dc - h) (5.15) s 3 ι 3 ",., 2 

식 (5.15)에서 h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변환시킬 수 있다. 

h= 융 (dc -찮고。) (5 .16) 

식 (5.15)의 h를 식 (5.16)로 치환한 후 격자의 부피 a3올 나누어주면 氣孔率올 나 

타내는 식 (5.17)올 얻는다. 

(잖-d~ 씨형-(，F 서 3 
E=투[4d~ y ""c ~ ""0 + 2갱 3 - 3(-존 )3] 

ù a- a- μ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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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9 Schernatic diagrarn of BCC packing sy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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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0 Schematic diagram of open channel in BCC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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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17)로부터 BCC모텔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 공극률은 약 94%엄올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공의 형태는 氣孔率과 밀접한 관련이 었다. 실제 多孔體

에서 氣孔率이 커지면 연속기공의 존재율이 높아지며， 이는 특정 목적올 위한 유효 

氣孔率이 높다는 것올 의미한다. 고립된 기공은 외부와의 반응에서 제외되므로 多

孔體의 氣孔率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속기공과 고립기공간의 비율올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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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갖i 
듣극 

트료 
L-

본 연구는 경남 하동지역에 다량으로 부폰되어 있는 저품위 함티탄철석의 

이용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l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제철소 

용광로의 노벽보호제에 적합한 품위의 티타늄 정광생산과 티타늄 제련에 적합 

한 고품위 티타늄 정광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기초연구를 수 

행 하였다. 노벽보호제의 품질요건은 Ti02와 Fe203가 높을 수 록 효과적이지만 

Ti02는 최소 18.5% 이상은 되어야 하며 I Si02와 Ah03는 각각 7%와 2%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티타늄 제련에 적합한 Ti02의 품위는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 실험결과 비중선별법에 의한 최적처리공정에서 제철소 용광로의 노벽보 

호제에 적합한 품위의 티타늄 정광을 생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티타늄 

제련에 적합한 품위의 정광생산은 비중 및 자력선별 병용방법에의해 거의 근 

접한 품위의 정광생산이 이루어 짐을 확인하였다. 실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원광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 Ti02의 품위가 5.38%로 정제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저급 티타늄광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제방법 및 최적 처리공정 개발을 위한 광물감정을 수행하였으며/ 이결과 Ti02 

의 주 구성광물이 일메나이트이고 각섬석과과 장석이 주요불순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철광I 휘석 I 각섬석 y 석영 r 카올린 그리고 석류석둥 다량의 

광물이 불순물로 존재하였으며/ 이들 맥석광물들은 아주 미세한 일메나이트를 

포획하고 있어 각 광물별 단체분리도가 극히 낮은 원인이 된다. 

2. 입도분석 결과 일메나이트 광물은 경도가 높고 장석과 각섬석동은 경도가 

낮아 장석과 각섬석 그리고 카올린등 비금속 광물은 미립으로 이동되고 금속 

광물은 중간업도로 이동됨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특정 입도에서 다량의 티타늄 

이 농축되지 않아/ 파분쇄 및 분급공정에서는 티타늄의 품위향상이 불가능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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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 있다. 그리고 티타늄의 품위향상을 위한 정제실험에 앞서 단체분리도를 

규명하기 위한 현미경 감정결과 및 입도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효과적 인 

단체분리는 실험한 마광업도 범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비중선별의 최적처리공정 개발에 앞서 티타늄 비중선별 가능성 및 사전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Vanner를 이용한 Spot Test 결과 비중선별에 의한 티타 

늄 정제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티타늄의 최적 처리입도 그리고 정광산물 

중 일메나이트 이외의 불순물을 사전에 규명하는 퉁 비중선별에 관한 많은 기 

술적 정보를 습득하여 비중선별에 대한 연구방향의 수립과 연구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4. Shaking Table을 이용한 비중선별 실험결과 최적 실험조건은 물의 급수 

량 llUmin., 시료의 급광량 250gjmin., 그리고 입도크기 65mesh로f 이때 Ti02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44.20%와 39.35% 정도로 나타나 있다. 이때， 원광중 석류 

석l 자철광/ 녹니석동은 일메나이트와 비슷한 비중을 갖고있어/ 이보다 높은 품 

위의 정광회수를 위해서는 다른 선별법을 병행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제철소 용광로의 노벽보호제에 적합한 품위의 티타늄 정광생산은 35mesh 

마광업도에서 Conc.와 Mid. 2까지 정광으로 회수할 경우 Ti02와 Fe203의 품위 

가 각각 19.76% 와 40.90% 이 며 / 이 때 Ti02 회 수율은 75.88% 정 도로서 해 당 품위 

는 용광로 노벽보호제로 사용 가능할 것이다. 

5. 희토류 영구자석을 이용한 티타늄 정제실험 결과 최적 실험조건에서 Ti02 

회수율은 90% 이상으로 높지만 Ti02 품위가 10%내외로 비교적 낮은 분리효과 

를 나타내었다. 이는 본 자력선별기의 자장의 세기가 15，OOOGauss로 매우 높고I 

상당량의 불순물이 자성을 띠고있기 때문이다. 본 실험결과 티타늄 정제에 효과 

적이지는 못하지만 최적실험 조건은 Roll Speed 160rpm, 시료의 급광량 

900gjmin., Splitter Position 1, 정선횟수 1회 그리고 입도크기 8mesh로/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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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02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9.44%와 89.87% 인 산물을 회수할 수 있었다. 

6. 자력 의 세 기 변화가 가능한 Cross Belt Magnetic Separator를 이 용한 건 식 

자력선별 실험결과도 희토류 영구자석을 이용한 선별효과와 같이 Ti02를 함유 

한 일메나이트의 선별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최적실험 조건인 Magnetic 

Intensity 20 Ampere, Particle size 2Omesh, 시 료의 급광량 20g/min. 그 리 고 

Deslime 200mesh 입도에서 Ti02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17.54%와 67.43% 인 정 

광생산이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본 실험을 통하여 얻은 중요한 결과는 

앞으로 원광석의 Ti02 품위를 1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듯이 자력선별 

법의 적용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8. 비중선별과 자력선별을 병용하여 실험한 결과 Ti02 품위가 약 48% 정도 

인 정광 생산이 가능 하였다. 실험조건은 원광을 65mesh로 마광하여 Shaking 

Table에 의한 비중선별로 정광을 회수한 다음y 이를 Cross Belt Type의 건식자 

력선별기로 자장의 세기 12.5Ampere로 1차 자선처리하여 자성이 강한 자철광， 

석류석 둥을 제거하고 20Ampere로 재차 처리하여 비자성 광물을 제거해야만 

높은 품위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0Ampere와 20Ampere에서 회 

수된 산물에대한 XRD 분석결과 10Ampere의 자성산물에서는 자철석/ 석류석동 

의 자성이 강한 광물이 그리고 20Ampere의 비자성 산물에서는 석영/ 지르콘I 

녹니석/ 석류석둥이 회수되어 I 자장의 강도에 따라 제거되는 불순물이 다른 것 

을 알 수 있다. 

본 처리공정에 따라 회수된 정광의 Ti02와 Fe의 품위는 각각 47.80%와 

35.71% 정도이며， Ti02 회수율은 24.90% 이다. 이러한 품위는 현재 국내에서 

일메나이트 제련공장에서 요구하는 Ti0 2 52% 정도에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앞 

으로 시료의 단체분리도를 향상시키는 기술과 이에따른 적합한 비중선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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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선별의 적용연구를 통하면 일메나이트 정광품위와 회수율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9. 부유선별에 의한 티타늄 정제실험결과는 충분한 기초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r 최적 실험조건인 포수제첨가량 1 OOOg/ t( oleicacid), 입도크기 -65mesh 

그리고 pH 4 .5에서 Ti02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15.25%와 53.17% 인 결과를 얻 

었다. 그러나 앞으로 광물의 단체분리도 향상과 미립자 부유선별법의 개발로 보 

다 효과적인 일메나이트 정광회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0. 경남 하동 · 산청지역의 일메나이트 광석의 모암으로 존재하는 회장암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식의 일환으로 맥석광물에 의한 다공성 경량 

재를 개발하였다. 괴상의 회장암 출발원료는 파쇄→분쇄→혼합→발포→주입성형 

→건조→소결 동의 공정을 거쳐서 다공성 벌크상의 경량재가 된다. 이때 시작품 

다공성 결량재는 높은 기공률(약 80%)의 3차원 망상구조를 형성하며/ 기공의 평 

균 크기는 약80- 100f.llIl언 것으로 확인되었다. 

11. 본 다공성 경량재가 높은 기공률의 3차원 망상구조를 갖기 때문에I 다 

공성 경량재 이외의 단열재/ 각종필터/ 홉수재/ 홉음재 동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 끝으로， 2차년도에는 앞에서 언급된 Ti02 구성광물의 단체분리도 향상 

기술개발과 효율적인 비중선별/ 자력선별 그리고 부유선벌에 대한 기술연구와 

이를 근거로한 공정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내의 티탄철광 개발을 위한 경제성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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