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98(C)-25 

船究報告書(KIGAM Re똥빼 Re뼈) 

고령토광의 가공기술 및 산업화 연구 

Studies on Manufacturing Technology of 
Kaoline and its Industrialization 

韓國資源댐￥究所 
Korea Ir빠itute of Ge이얘y. Mini때 & Materials 



고령토광의 가공기술 및 산업화 연구 

조건준， 채영배， 최연호， 김상배， 전호석， 

조성백， 정수복， 홍성웅， 최영윤， 남철우 

Studies 00 Manufacturing Technology of Kaoline 
and its Industrialization 

Cho Keon-Joon, Chae Young-Bae, Choi Yeon-Ho, Kim Sang-Bae, 

Jeon Ho-Seok, Cho Sung-Baek, Jeong Soo-Bok, Hong Sung-Woong, 

Choi, Young-Yoon, Nam Chul-Woo 

1 . Subject of the Study 

Studies on Manufacturing Technology of Kaoline and its 

Industrialization 

n. Objective of the Study 

Kaloine samples having grades of WB, WC, PB and PC were taken 

from ares of Hadong and Sancheong, in which the ore reserves is 

abundant. However, most of the samples contain small amount of 

kaoline and lots of anorthite, quartz and iron bearing minerals because 

those are not fully weathered.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deve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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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ry c1eaning technology to produce a c1eaned product for cerarnic use. 

The study inc1udes cheTIÙcal analysis, tests of grinding and c1assification 

and tests of plasticity and ca1cination. For the use of tailings wasted 

from dry c1eaning process, another study was carried out for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technology to produce colored aggregates 

for public work. The final target of the study is to establish 

technologies to produce ceraTIÙc use materials, increase value of mineral 

resources and substitute the import of the related materials. 

ill. Scope and Content of the Study 

a) Studies on TIÙneral properties by chemical analysis , TIÙcroscopic 

analysis and X - ray diffraction. 

b) Study on liberation property by using impact TIÙll. 

c) Study on air c1assification 

d) Property evaluations such as cheTIÙcal composition, plasticity and 

whiteness of the products. 

e) Study on manufacturing of colored agglomerates. 

N. Resu1t of the Study 

a) Kaoline having grades of WB, WC, PB and PC were taken from 

Hadong kaoline TIÙne and Daemyung TIÙne, in where kaoline reserve 

occupies 84% of total in Korea. 

9 
ι
 



b) Results of chernica1 analysis on crude ores show that Ðaemyung 

WB grade kaoline contains 44.98%Si02, 36.21%Alz03, 1. 14%Fez03, 

3.61%CaO, 0.32%MgO, 0.60%K20, 0.85%Na20, 0.16%Ti02, 12.42% 

Ig .loss and Daemyung PB grade kaoline contains 43.70%Si02, 

37.58%Ab03, 1.93%Fez03, 0.70%CaO, 0.37%MgO, 0.58%K20, 

0.45%Na20, 0.24%Ti02, 14.66%Ig.loss, respectively. Hadong WB 

grade kaoline contains 45.59%Si02, 34.49%Ab03, 1.06%Fez03, 

5.03%CaO, 0.25%MgO, 0.52%K20, 1.26%Na20, 0.24%Ti02, 11.38% 

Ig .loss and Hadong PB grade kaoline contains 45.l8%Si02, 

33.82%Ab03, 4.44%Fez03, 1.22%CaO, 0.91%MgO, 0.52%K20, 0.49% 

Na20, 0.42%Ti02, 13.16%Ig.loss, respectively. Particularly, the crude 

ores contain high ca1cium content due to the constituents of anorthite. 

c) Results of microscopic analysis and X -ray diffraction show that 

Ðaemyung WB grade kaoline consists of kaoline, muscovite, qu따tz， 

anorthite, albite, tremolite, montmorilonite and Daemyung PB grade 

kaoline consists of muscovite, kaoline, quartz, anorthite, a1bite, 

montmorilonite and stilbite. Hadong WB grade kaoline consists of 

albite, anorthite, muscovite, quartz, kaoline, montmorilonite and 

Hadong PB grade kaoline consists of muscovite, kaoline, qu따tz， 

tremolite, a1bite, anorthite, chlinochlore, il1ite. Particularly, pyrohotite, 

ilmenite and rutile are inc1uded in both crude 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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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Grinding and sieving tests was perforrned by using impact mill and 

screens. Optimum rotor' s revolution per minute of impact mill 

appears 7,000. The result of sieving to separate minus 325mesh size 

product shows that the minus 325mesh product of Daemyung WB 

grade ore creates 56.4wt.% of total and contains 44.31%Si02, 

37.50%Ah03, 0.93%Fez03, 1.24%CaO, 0.24%MgO, 0.64%K20, 

0.46%Na20 , 0.12%Ti02, 14.86 %Ig.loss and the minus 325mesh 

product of Daemyung PB grade ore contains 43.75%Si02, 

37.68%Ah03, 1.95%Fez03, O.48%CaO, 0.37%MgO, 0.62%K20, 

0.43%Na20, 0.16%Ti02, 14.77 %Ig.loss, respectively. The result also 

shows that the minus 325mesh product of Hadong WB grade ore 

creates 63.6wt.% of total and contains 45.l1%Si02, 35.94%Ah03, 

1.00%Fe203, 3.04%CaO, 0.24%MgO, 0.55%K20, 1.09%Na20, 

0.18%Ti02, 12.51%Ig.loss and Hadong PB grade of ore creates 

73.3wt.% of tota1 and contains 44.72%Si02, 35.47%Alz03, 

3.69%Fez03, 0.79%CaO, 0.62%MgO, 0.57%K20, 0.45%Na20, 0.18% 

Ti02, 13.66%Ig.loss, respectively. 

e) Air classification was a1so applied to separate minus 43μm product 

from crushed ore. The result of air classification shows that the 

minus 43띠n product of Ðaemyung WB grade ore creates 70.07wt.% 

of total and contains 44.62%Si02, 37.44%Alz03, 0.96%Fez03, 1.22% 

CaO, 0.28%MgO, 0.65%K20, 0.62%Na20, 0.12%Ti02, 13.70%Ig.loss 

-4-



and that of Daemyung PB grade ore creates 72.51 wt.% of total and 

contains 44.06%Si02, 38.02%Alz03, l.87%Fez03, 0.33%CaO, 0.34% 

MgO, 0.60%K20, 0.38%Na20, 0.14%Ti02, 14.36%Ig.loss, respectively. 

And the result of air c1assification on Hadong ores shows that the 

minus 43μm product of WB grade ore creates 77.00、Nt.% of total and 

contains 44.61%Si02, 36.1O%Alz03, 0.81%Fez03, l.80%CaO, 0.23% 

MgO, 0.45%K20, 0.63%Na20, 0.13%Ti02, 13.68%Ig.loss and that of 

PB grade ore creates 8l.70wt.% of total and contains 44.56%Si02, 

35.48%Alz03, 3.78%Fez03, 0.73%CaO, 0.62%MgO, 0.55%K20, 0.40% 

Na20, 0.20%Ti02, 13.78%Ig.loss. 

f) Results of measuring p1asticity and whiteness of the purified 

products show that p1asticity and whiteness of Daemyung WB 

grade product appear 33.00% and 95.35 and those of Daemyung PB 

grade product appear 34.98% and 90.11, respective1y. The resu1t a1so 

shows that p1asticity and whiteness of Hadong WB grade product 

appear 33.39% and 95.62 and those of Hadong PB grade product 

appear 3l.86% and 86.78, respective1y. 

g) A colored agglomerates were produced by calcining the high iron 

content ka01ine at 1,2OO oC heating temperature. 

h) Green, b1ue and b1ack c010red agg10merates were produced by 

calcining the tai1ings obtained on the c1eaning process. However, 

the products appear dark c010rs due to the presentation of me1ted 

iron in agglome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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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pective Effect and Applying Plan 

a) Development of dry cleaning process on low grade kaoline. 

. To reject impurities such as silica, calcium oxide and titanium oxide. 

. To increase plasticity and whiteness of product. 

b) To establish manufacturing technology to produce colored agglomerates 

using low grade kaoline and tailings obtained in treatment process. 

c) To prvide a possibility of value added of low grade kaoline. 

d) To provide a possibility of stable supply of purified kaolin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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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본 연구는 고령토의 가공기술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의 1차 년도로서 국 

내에 73，474천톤 정도의 많은 량이 부존된 국내 고령토의 부가가치 향상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인 정제기술 및 공정을 개발하여 산업화를 유도， 

관련업계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고령토는 함수 알루미노 실리케이트(Alz03 . 2SiÛ2 • 2H20) 광물로서 내산 

내알카리성 광물이다. 일반적으로 고령토는 장석이 지표에서 풍화작용을 받 

아서 고령토화 된 것으로 분해 (decomposition) 또는 변성 (metamorphism) 

정도에 따라 조성광물이 달라지게 되므로 특성을 충분히 조사한 다음 사용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령토의 용도는 내산 내알카리 특성과 높은 반사율과 굴절율， 입자형태 

및 입 도 분포， 유동성 , 타 광물과의 혼화성 (compatibility)등을 이 용하여 제 

지 충전제， 페인트， 도자기， 내화물， 고무와 플라스틱， 비료， 살충제， 의약 그 

리고 촉매， 시멘트， 타일 등으로 그 용도는 매우 다양하다. 그중 전세계적으 

로 가장 많은 량이 사용되는 분야는 제지용이며 그 다음이 도자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토는 풍화작용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불순물의 혼입이 많 

아 대부분이 정제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고령토의 정제를 위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정제기술은 용 

도에 따라 상이하며， 충전제용으로 사용되는 고령토는 석영 및 함철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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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는 물론이고 백색도 향상을 위한 표백기술과 입도조절을 위한 분쇄 분 

급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요업원료로 사용되는 고령토는 백색도 향 

상과 가소성 등 물성 향상을 위한 정제기술 위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정제기술로는 원광의 품위가 비교적 우수한 뉴질랜드에서는 단순히 수비에 

의하여 고품위 요업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수비(침강) 및 표 

백처리 그리고 분쇄 분급에 의하여 백색도가 높고， 미세한 고급 충전제를 

생산， 전세계에 고가로 판매하고 있으나， 함철광물의 혼엽이 많은 브라질 

등에서는 자력선별에 의한 함철광물을 제거하여 정제 고령토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정제기술의 개발은 국내에서도 꾸준히 진행되어 고구배 자력 

선별에 의한 정제기술， 수비， 부유선별， 수비-고구배 자력선별-산처리， 산처 

리， 미생물 처리기술 등이 연구되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모든 기술이 습식공정인 관계로 산업화에는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 

렇지만 국내외의 꾸준한 연구결과， 국내 한 광산에서도 마광 미생물 처리 

공정에 의한 고령토 정제시설을 준 공장급 규모로 설치，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고령토는 미립의 점토광물로 

조성되어 습식 공정인 경우 산물의 탈수 건조 해쇄는 물론이고 폐수처리 

등 공정이 복잡하고 원가상승 요인이 많아 산업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 현황과는 달리 국내에 부존된 고령토는 그 동안 고품위 원광 위 

주로 선택 채광하여온 관계로 고품위 원광이 소진상태에 이르렀으며， 대부 

분이 침상의 할로이사이트질로서 각종 충전제용으로 사용이 곤란한 물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어 용도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고령 

토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급 도자기 소지원료 생산을 위한 정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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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러나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가 IMF 구제 

금융에 따른 침체에 따라 요엽제품의 수요가 급감， 원료광물의 수요 역시 

감소추세에 있어 국내 관련업계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경기침체는 머지않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료광물， 특히 고품위 

광석， 의 수요는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국내에 부존 

된 중저품위 광석의 특성에 맞는 고령토의 활용을 위한 경제적인 정제기술 

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 

은 매장량 및 생산량을 나타내는 하동， 산청지역을 위주로 광물학적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광석에 적용이 가능한 경제적인 정제기술을 개발하고 

자 건식 분쇄 및 분급에 의한 고령토의 품위향상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하 

여 적정 분쇄입도 및 분급점을 규명하고， 정제산물에 대한 가소성， 소성백 

색도， 수축율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정제공정을 개발하고， 저급 고령토 및 

정제시 발생하는 불순물을 활용하고자 이를 이용한 건축용 칼라골재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고급 도자기 원료 생산기술을 확보， 부존자원의 부가가치 

향상과 관련제품의 수입대체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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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고령토의 특성 및 현황 

1. 광물학적 특성 

카올린족 광물은 기 본 화학식 이 AlzSi20 S . (OH) , 또는 Alz01 . 2Si02 . 

2H20 이며 이에 속하는 동질 이상체로 카올리나이트(kaolinite) ， 나크라이트 

(nacrite) , 덕카이트(dickite) ， 할로사이트(halloysite)가 있다. 이 중에서 할로 

이사이트는 기본 조성이 카올리나이트나 기타 이상체와 같지만 과잉의 수 

분을 함유하여 Alz03 . 2Si02 . 4H20로 되어 있으며 결정도도 낮은 광물이 

다. 다음 카올린족 광물의 여러 가지 성질을 비교한 것이 Table 1 이다. 

2. 국내 부존 현황 

우리 나라에서 법정광물 고령토의 분류는 고령토 이외에도 도석， 산성백 

토， 벤토나이트， 반토혈암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들의 전체 매장량은 2억 

톤 이 상이 되 지 만 Table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 토Ckaolinite)만의 매 장 

량은 약 73，474천 톤 정도이다. 이러한 고령토의 대부분은 경남지역에 집중 

적으로 매장되어 있다. 지역별 매장량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지역이 63,612 

천 톤으로 천체 매장량의 83.6% 정도를 차지하며， 다음이 강원도 지역으로 

5，927천 톤이 부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경북지역에는 1 ，858천 톤이 

부존되어 전체 매장량의 93.7%가 경남， 강원， 경북지역에 집중적으로 부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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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l. Properties of Kaoline Group Minerals 

Minerals Kaolinite Narcite Dickite Halloysite 

Chemical Al2Si2o,( OH)4 Al2Si2O,( OH)4 Al2Si2α(OH)4 Al2SizO;( OH)빠% Fomular 

Crystal Triclinic Monoclinic Monoclinic Monoclinic system 

n a 1.561 l.557 l.560 n= l.549- l.551 

nβ 1.565 l.562 1.562 (metahallosite) 

n r 1.566 1.563 l.566 

Extingtion 
Angle 1- 31/ 2 。 10-20 。 15-20 。 n = l.528- l.542 
(010) 

Opt. ( - ) 
(-) 

(+) (halloysite) 
or (+) 

Lattice 5.l4A 5.16A 5.l4A 5.l5A Parameter 

Lattice 8.90 8.93 8.04 8.0 Parameter 

Lattice 14.50 28.66 14.42 7.57 Parameter 

Gravity 2.609 2.581 2.589 2.0 

1 ’ 4 
9 “ 



Table 2 Regional Deposit of Kaoline in Korea 

Reserves (l,OOOton ) 
Area Grade 

Proved Provable Prospective Total 

KyungKi 
KangWha Various 127.5 127.5 

KangWon 
MangSang Various 3,460 3.460 

Geokwang- Various 2,466 2,466 ChoDang 
ChungBuk 

MyungJeon Various 83 62 145 
ChungNam 

YoungJin Various 541 541 
ChunBuk 

ChunJoo Various 32 32 

JungEub Various 236 236 

ChunJoo Various 6 6 

KimJae Various 8 8 

ChunNam 

GokSung , 
Various 9 9 

OkKwa 

KuemChun Various 771 200 971 

KyoungBuk 

WhalSung SK 11 71 325 71 

KooMi SK 30 250 207 575 

WhaJook SK 34 138 345 

SamWha 

(YoungNam) 
SK 27-36 161 60 194 

SungSan SK 32 133 194 

SungSoo SK 35 163 148 311 

BukSam SK 30-36 2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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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Grade 
Reserves (l ,OOOton) 

Proved Provable IProspective Total 

KyungNam 271 2.184 2.455 Sanchung 
WhaGae SK33 57 252 309 
DaeMyung SK33 24 682 706 
DaeSan SK35 501 465 966 
BaikUn SK34 18 18 
SamRyung SK27 139 139 
YangDuk SK34 18 18 
SanChung SK34 519 686 1,205 
OhBoo 
UnRi SK 30 255 134 14,012 14,402 
YangJoo SK 8 57 20 77 
DukSan 11 48 48 
SamWeon SK 35 93 113 206 
OhYang 34 34 
f꿇nHeoung SK35 
MyungSin SK35 48 48 
SungHeoung SK 34 116 1.076 1.192 
ShinHan 8 8 
HeoungIl 11 SK 36 117 1,670 1,787 
HaDong SK 35 416 471 887 
SamHyeup SK 30 9 9 
JinGyo SK34 15 15 
PungChang SK33 61 571 632 
Shi마-Ieoung SK31 30 30 
DaeJoo SK35 15 15 
YouRim SK34 273 33 305 
DukShin SK35 18 18 
KuJeoung SK34 337 354 690 
HaoCheon SK34 29 36 65 
Kahee SK15 90 90 
DangSung 6,959 6,959 
S.SanChung 15.773 15,773 
.SanChung 14,501 14,501 

@ 천단위 이하는 절삭함 
@ 자료: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 1996.12.31. 통상산업부 대한광업진흥공사) 

% 

ω
 



3. 세계적 부존량 

점토광물에 속하는 고령토는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부존 량이 많은 지역을 보면 북미지역이 7，260백만 톤으로 전체 매장량의 

38.7%, 유럽지역에 6，335백만 톤이 부존되어 32.2% 이 두 대륙에 전세계 

매장량의 70.9%가 부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별로는 미주지역 

중에서 미국이 전 세계 매장량의 약 38%를 차지한다. 고령토의 대한 전 세 

계 매 장량은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Reserves of Kaoline in the World 

Area (nation) Reserves(million ton) Ratio( %) 

North America 7,620 38.7 

U.S.A (7,175) (36.4) 

Others (445) (2.3) 

South America 1,780 9.0 

Europe 6,335 32.2 

u.K. 0 ,815) (9.2) 

U.S.S.R (2,270) 0 l.5) 

Others (2,250) 0 l.5) 

Africa 725 3.7 

Asia 2,775 13.9 

Austra!ia 455 2.3 

Tota! 19,69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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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 현황 

고령토의 국내 생산량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며， 내수는 물론이고 수출량 

역시 상당량이다. 국내 고령토의 수급 현황은 Table 4에 기재하였다. 그러 

나 Table 4와 같이 생산량은 점차 감소되어 ‘96년 기준 2，502천 톤을 생산， 

160천 톤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5와 같이 ‘97년도 하소 고령토의 수출량은 6，140톤으로 711천 

불의 외화를 획득한 반면， 수입물량은 21 ，891톤， 8，532천불을 지출함으로써 

수입액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 하소 고령토의 수출량은 

17，461톤， 금액으로는 1 ，574천 달러이었으며， 수입량은 195，853톤에 41 ，095천 

달러로 상당히 많은 물량과 금액이었다. 이러한 원언은 국내에 생산량은 많 

지만 고령토의 가공기술의 미개발로 인하여 가공원료를 주로 외국에 의존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고령토의 부가가치 향상 및 수입 

대체를 위하여는 정제 및 가공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 

ω
 



Table 4. Status of Supply and Demand of Kaoline 

싫슴펀L 1994 1995 1996 

Last Year 352,052 377.100 289,813 

Production 2,675,485 2,792 ,139 2,501 ,600 

Import 267,764 289,239 285,209 

Sub. Tota! 3,295,211 3,458,485 3,076,622 

Domestic 2,655,610 2,948,609 2,604,619 

Export 262,493 220.063 159,910 

Residue 377.107 289,813 312,094 

Table 5. Status of Export and Import of Kaoline. 

1996 1997 

Materials Export Import Export Import 

Quantity Amount Quan디ty Amount Quan디ty Amount Quantity Amount 
(rvI!T) (1000$) (l'vνT) 0000$) (rvI!T) (1αX)$) (rvI!T) 0000$) 

Kaolin 
23,764 1,463 18,684 7,658 6,140 711 21 ,891 8.532 (Ca1cined) 

Kaolin 
(Not 24,165 2,177 183,289 42,289 17,461 1,574 195,853 41.095 

Ca1cined) 

Kao!in 
5,643 273 56,026 6,593 20 36 52,441 5,982 (Others) 

Tota! 53.572 3,913 257,999 56,540 23,621 2,321 270,185 5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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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제품의 용도 및 규격 

1. 고령토의 용도별 제품특성 

고령토의 용도는 다양하지만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분체로서의 용도를 나 

열하면 의약품용을 비롯하여 제지용 페인트용， 고무용， 프라스틱용 및 농약 

용 등을 지적할 수 있는데 각국의 산업발전형태에 따라 그의 소비구조에 

차이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과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1995년도 고 

령토의 용도별 소비량과 비교적 저개발국인 중국의 소비량을 비교 정리한 

것은 다음 Table 6 과 같다. 

판상의 카오리나이트질 고령토의 매장상태가 양호하고 관련공업이 발전 

된 미국에서의 고령토 소비형태는 세라믹， 시벤트， 벽돌， 유리섬유 및 내화 

물용 등으로의 사용량은 27.3%에 불과한 반면 제지용 충전제 및 코팅용으 

로의 사용량은 전체소비량의 38.5%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고령토가 다양하게 매장되어 있지만 그의 소비형태는 내화재 

와 세라믹용으로의 사용량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용도별 수요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미국의 경우와는 판이 

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카오리나이트질 고령토의 매장이 거의 없고， 대부 

분이 침상의 할로이사이트질로서 충전제용으로는 제약을 받으므로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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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업충전용 분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생산량으로 집계하면 1997 

년도 57만 톤이 생산되었으나 백색의 고령토는 6만 톤에 불과하고， 도색고 

령토의 생산량이 23만 톤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대부분 내화물 및 요업소지 

용으로 사용되는 기타의 용도로는 대부분이 시멘트용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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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sumption of Kaoline in the U.S.A and China 

U.S.A China 

Uses Consumption Consumption 
Ratio( %) Ratio(%) 

(ton) (ton) 

Paper Coating 2,800,000 29.5 
4,688 2.0 

Paper Filler 853,000 9.0 

Filler (Others) 499,300 5.3 22,269 9.5 

Ceramics 337,700 3.6 105,480 45.0 

Refractory 1,384,800 14.6 93,290 39.8 

Block 230,000 2.4 6,095 2.6 

Glass fiber 402,000 4.2 

Cement 240,000 2.5 

Catalyst 93,200 1.0 

ChemicaIs 130,000 1.4 703 0.3 

Export(Others) 2,510,000 26.5 0 ,875) 0.8 

TotaI 9,480,000 100.0 234,4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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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업원료 

요업이란 “가마를 써서 고열로 규산염을 처리하여 생산하는 공업의 총 

칭”으로 “ Hl 二1죠: -1 p --, 무기재료를 쓰고 제조공정에 있어서 고온처리를 받은 생 

성물”을 칭 하며 , 벽 돌， 기 와， 토관， 도관등 건축용 점 토(Structural c1ay 

products)와 도기， 자기， 전기애자， 타일， 위생도기 등 도자기 (Porcelain ， 

pottery, white ware, china ware) , 내화벽돌， 내화몰탈， 단열벽돌， 내화단열 

벽돌， 도가니 등 내화물 및 단열재 CRefractories and insulators) , 연삭지석， 

연마포지등 연마재 (Abrasives) ， 유리， 렌즈， 유리섬유 등 유리 (Glass) ， 철볍 

랑， 칠보， 양은 법랑등 법랑(Porcelain enameD , 시멘트， 슬레이트， 석고， 시 

멘트 블록 등 시멘트 및 시벤트 제품(Cement and cement products) , 전극， 

흑연도가니， 탄소막대기 등 탄소제품(Carbon products) , 실리코니트， 글로 

바， 크립톨 등 비금속 발열체 (Non-metallic heating elements) , 서메트， 데비 

트로 세라믹스， 세라믹 툴 등 신요업체 (New ceramics)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가. 요업원료의 구성요소 

전형적인 요업제품 중에서도 소결체에 해당하는 제품이 요업제품의 주 

류를 이루는 것이며， 소결체의 주요 구성요소는 가소성 부분(Plastic 

portion) , 비 가소성 또는 결정 부분(N on -plastic or refractory crysta11ine 

portion) , 융제(유리상， Flux)둥이다. 

가소성 부분은 가소성을 주어 성형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며， 결정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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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을 이루는 부분으로 요업체의 형태를 유지토록 하고 융제는 결정부분을 

서로 결합하도록 하는 접착작용을 하는 부분이다. 이 세 부분의 원료에는 여 

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들의 종류 양적 관계 분포 상태 등에 따라 제품의 특 

성이 좌우되지만 각 부분을 대표할 만큼 주요한 원료는 가소성 부분은 점토， 

결정부분은 규석， 유리상 부분은 장석이다. 각 원료의 특성은 점토는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콜로이드 성분이 성형에 필요한 가소성이나 작업성 

을 주며， 규석은 소지에 기계적 강도를 주며， 장석은 결합제 또는 유리상을 이 

루어 접착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가소성 원료로 사용되는 점토란 천연산의 미세한 입자의 집합체， 습하면 가 

소성을 나타내고， 마르면 강성을 나타내고， 충분히 고온에서 구우면 소결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되며 광물학적 특정은 주로 알루미나의 함수규 

산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토광물은 다음 세 가지 광물이 주형으로 된다. 

CD Kaolin : AbÜ:3" 2SiÛ2" 2H20 

(2) Montmorillonite : (Mg,Ca)O" Al203" SSiÛ2 " nH20 

@ Illite : KzO" MgO" Al2Ü:3" SiÛ2" H20 

이러한 점토의 생성원인은 장석， 운모 및 규석으로 되어 있는 화강암과 기 

타 화성암이 열수작용이나 풍화작용을 받아서 생긴 생성물로서 1차점토 

(Residual or Primary clay)와 2차점토(Sedimentary or Secondary clay)로 구 

분되며， 점토광물 중에서도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Kaolin 광물의 생성과정을 

칼리장석이 카오린화(Kaolinization)를 일으켜서 점토로 되는 과정을 보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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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작용 

칼리장석 • 카오린 

&0. Ab03' 6SiÜ2+2H20+C<객 • Ab03' 2SiÜ2' 2H20+4Si02+ K2C03 

즉， 칼리장석이 열수작용을 받아 카오린과 석영 및 탄산칼리가 된다.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난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었던가 풍수작용을 받아서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멀리 가서 퇴적되지 않고 근방에 남아있는 점토를 1차점 

토라 하고， 풍수작용을 심히 받아서 생긴 장소에서 멀리 이동하고 천연적인 

수비작용을 받아서 미세 입자만이 한곳에 모여서 퇴적된 상태로 된 것을 2차 

점토라 한다. 1차점토와 2차점토의 특성은 Table 7과 같다. 

점토류를 실용적인 명칭에 의하여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고령토 : 내화도가 높고 소성 색상은 거의 순백인 것으로 따라서 비교적 

순도가 높은 카오린 광물로서 China clay라고도 부르며， 자토도 이에 속한다. 

가소성 점 토(Plastic clay, Ball clay) 가소성 점 토는 2차점 토이 며 , 극히 

미세한 카오린 광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가소성 이 크고 건조강도가 크며 , 유리 화 범 위 (Vitrification range)7} 넓 

고， 소성 색상이 담색이다. 우리 나라에도 여러 곳에서 산출은 되지만 질적으 

로나 양적으로 적어서 고급제품에 적당하지 못하므로 일본에서 목절점토나 와 

목점토를 수입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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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roperties of the Primarγ and Secondary Clay 

Property Primmγ Secondary 

Particle Size large small 

Plasticity bad good 

Irnpurities low high 

Color White dark 

Dried Strength weak strong 

나. 요업원료 제품(도자기) 

도자기란 무기물질을 원료로 하여 이것을 단미 또는 혼합하여 미리 성형한 

다음 열을 가하여 경화시킨 제품. 일반적으로 도자기라 함은 자기 (porcelain) , 

도기 (earthenware) ， 석기 (stoneware) ， 토기 (clayware)의 4가지로 분류한다. 

자기 (porcelain) 석기를 개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배합한 소지를 13CXfC 

-145()"C 부근의 높은 온도로 유리화(띠trify)하기 까지 충분히 소결한 것이며， 

일반자기는 점토-석영 -장석-도석 계의 배합소지인데 이 밖의 특수원료를 사 

용하는 것을 특수자기라고도 한다. 일반자기의 소지는 대개 백색이고 유리질 

이어서 흡수성이 없고 투광성 (translucency) 이 있고 때리면 금속성을 내며 기 

계적 강도가 크고 그 파단면은 조개껍질 모양이 된다. 유약은 석회유나 활석 

유를 사용하는 것이 많고 전기의 불량도체이고 강도뿐만 아니라 화학적 내식 

성， 내열성 등이 강하다. 초기의 조성은 카오린， 점토， 석회석이었으며， 지금은 

카오린， 장석， 규석으로 발전하였다. 현재의 조류는 다양하지만 조직이 완전히 

치밀하고 색상이 하얀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지가 투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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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1) 경질자기 : 차오린-규석 -장석의 삼성분계 소지를 SK13 - SK16 (1380-

146()"C)에서 소성한 것으로 주로 중부 유럽에서 유행한 자기이다. 

2) 연질자기 : 소성온도가 SK6a-SK10(약 1200 -1300 oC )이므로 장석을 35 

내지 40%가까이 넣게된다. 상대적으로 카오린 함량이 줄게 되어 소지의 성형 

성이 나빠진다. 가소성 조성의 1/2까지를 점토로 넣게 되면 1차소성을 

1200- 1똥ooC ， 유약을 입힌 후의 소성은 더 낮은 온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화자기"( vitereous china)라 한다. 적당한 광화제 (rninera1izer)를 첨가하면 

소성온도는 낮추고 물성도 개선 할 수 있다. 그 예로는 MgC03, 백운석， 백악， 

BaC03, 활석 , 2nO, 인산붕소， 인산칼숨， apatite, cryolith, CaFz, colemanite, 

TiÜ2등을 들수 있다. 소지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quartz를 cristoba1ite로 

전이 시키거나 quartz를 AlZ03로 치환시킨다. 이러한 제품들은 내열성이 좋기 

때문에 주방용 식기나 화학공업 분야에서 사용한다. 연질자기 중에는 18세기 

영국에서 개발된 본 차이L.}(bone china)를 들 수 있다. 조성은 골회 (50%까지) 

외에 카오린과 장석으로 되어있다. 이 소지는 가소성이 적기 때문에 성형이 

어렵다. 대부분의 연질자기는 유약을 입히지만 화학공업 목적에 사용되는 것 

은 유약을 입히지 않으며 때로는 표변을 연마 가공하기도 한다. 

3) 스테아타이트(steatite) 주로 활석으로 된 암석을 말하며 비늦돌(soup 

stone)과 혼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세라믹스에서는 스테아타이트를 비늦돌을 

주원료로 해서 만든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형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는 

점토， 소성범위를 넓히기 위하여는 장석을 사용하게 되는데 첨가량은 각각 5, 

10% 정도이다. 스테아타이트는 고주파공업에서 절연재료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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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바륨을 첨가하기 때문에 바륨스테아타이트 혹은 특수 스테아타이트라 

한다. 

토기 (Clay ware) 토기 는 일 반적 으로 점 토로 만들며 시 유하지 않는 것 이 

많다. 700-80(fC 부근의 비교적 낮은 온도로 소성한 것이 많고 그 소지는 다 

공질이며， 기계적 강도가 낮다. 그러나 전해용 격막， 여과기， 기체 확산용 재료 

등의 특수소지는 기공의 크기와 분포상태， 기계적 강도， 내침식성， 전기적 제 

특성등 여러 가지 특성이 요구되어 일반적으로 소성온도도 1000 -1050 oC로 높 

아진다. 토기제품으로는 화분， 테라코타， 화이앙스， 난로용 타일 등을 들 수 있 

다. 이중 화이앙스와 난로용 타일은 유약을 사용한다. 

- 도기(Earthenware) 카오린 소성색상이 흰 점토 규석 및 융제를 원료로 

해서 제조. 융제의 종류에 따라 장석질 도기， 석회질 도기 혹은 두 가지가 혼 

합된 것 등으로 구분. 드물게는 백운석 탄산마그네숨 활석 등을 유제로 사용 

하기도 하는데 1차 소성은 ll00-125(fC에서 행하며 유약을 입힌 후의 2차 소 

성은 1차 소성보다 l00 0C정도 낮은 온도에서 행한다. 

- 석기 (stoneware) 석기의 소지는 여러 점토를 사용하여 만든다. 성형， 소 

성， 사용목적에 따라 점토의 종류를 택하되 비가소성 원료를 첨가하기도 한다. 

또한 유제로는 장석， porphyrite, 후은 basalt를 넣을 수 있으며 가소성을 낮추 

기 위해서 샤못트를 첨가하기도 한다. 특수한 성질， 예를 들면 내충격성， 내마 

모성 혹은 열전도성을 좋게 할 경우 규석， 용융 알루미나， SiC, Si 혹은 규소 

철 등을 소지에 첨가하기도 한다. 

조직은 주로 유리상， mullite, quartz, cristobalite로 되어있다. 소지가 quartz 

와 cristobalite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큰 기물에서는 SiÛ2 전이온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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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서는 내각에 주의를 해야한다. 석기는 화학적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하수 

관 혹은 화학공업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 내산성(불산제외) , 내알카리성이 좋 

으며 Ba2C03를 첨가하면 내알카리성을 더 좋게 할 수 있다. 

일반도자기 원료로 많이 쓰이는 원료는 점토， 고령토， 도석， 장석， 규석 등이 

며 이밖에 유약원료로는 석회석 활석 등이 사용된다. 물리적 성질 변에서 도 

자기 원료의 분류는 경질원료(hard material) 과 연지원료(soft material)로 분 

류되는데， 경질원료는 규석， 장석과 같이 일반적으로 석자로 표시되며 괴상으 

로 산출， 그리고 연질원료는 점토， 고령토， 백토와 같이 토자로 표시되며 분상 

으로 산출된다. 도자기 원료 중 규석은 경도가 커서 분쇄가 힘드는데 미리 하 

소( calcination)하여 급냉하면 분쇄가 쉽게되므로 9(X)"C 가량으로 하소해서 분 

쇄하는 것이 좋다. 도자기 소지의 종류는 아래 Table 8과 같이 화학용 자기 ， 

위생도기， 벽타일， 일반자기， 자기식기 그리고 골회자기 등으로 구분되며， 소지 

의 종류에 따라 원료광물의 종류 및 첨가량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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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osition of Porcelain Products 

m 、a\sPsmf cdahu6cQtn Chemical Sanitory Tile General Table Bone Ash 

Sintering 
Cone14-16 9-11 5-10 14-24 

Temp 

Feldspar 10-25 25-36 4-15 22 10-18 15-20 

Calcite 0-1 0-2 

Clay 0-5 10-25 10-20 10-20 

Kaolin 50-60 20-35 25-35 50 20-35 33-40 

Silica 0-15 20-30 15-35 27 30-38 0-10 

Pyrophyllite 0-20 

Talc 0-50 

Dolomite 0-3 

Bone Ash 32-42 

윈
 



요업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령토의 품질규격은 화학조성， 소성 백색 

도， 내화도로 판정되고 있으며， 고령토의 광물조성 또한 중요하며 원료로 사용할 

때에는 입도분포， 가소수 량， 건조강도， 건조수축， 소성 특성 등을 시험하여 물리 

화학적 특성을 충분히 조사해야 하며 국내 분류기준에 의한 고령토의 등급은 

아래 Table 9와 같다. 

Table 9. Classification of Kaoline in Korea 

Grade Symbol Whiteness SK { 磁(%) Shri마<age(%) 

Special. SW above 'ö1 36 below 0.64 10.0 

1 WA above 83 35 below 0.72 9.8 

White 

2 WB above 82 34 below 0.82 5.7 

3 WC above 80 32 below 0.95 0.2 

Special SP above 83 36 below 0.72 11.0 

1 PA above 76 36 below 0.75 12.5 

Pi띠〈 2 PB above 68 36 below 1.27 10.7 

3 PC above 67 35 below 2.58 7.1 

4 PD above 63 35 below 2.78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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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령토의 주 용도인 도자기， 내화물 충전제의 제품별 규격은 다음 

Table 10과 같다. 도자기용 고령토의 경우 산화철을 위주로 하여 실리카， 

알루미나 등의 화학적 품위와 내화도와 백색도 등 물리적 성질을 규정하고 

있으며， 충전제용은 화학적 특성보다는 입도를 중심으로 물리적 특성을 중 

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Specification of Kaoline Products. 

Composition (%) Physical Properties 

Uses Proclucts 

S02 Alz03 Fez03 
Refract Calcined 

Ig.Loss 
onness Whiteness 

43-45 38-40 0.6 < 12-14 35 83) 
Food 

46-47 37-38 1 < ” 30 70 
Tile 

Porcelain 46 38 0.8 < ” 33 82 
Sanitary 

46 38 0.8 < ” 
Insulator 

43-45 38-40 0.6 < 11 35 80 

K-shamotte 46 38 1.7 < ” 35 80 

Refractory KA -shamotte 46 38 2.3 < ’l 35 68 

Others 46 38 2.3 < ” 35 67 

Filler 
Rubber 

45> 35> 1 < ’I -325mesh 

Paint P.V.C 
33 

90% 

주: 백상지， 아트지， 마닐라판지 등 제지용은 pH6.5 -7.5，광도 90-92，업도 2μ ， 점 

도 22-400 인 6각 판상 Kaolinite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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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에서 도자기의 표준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칼스베드산 제트라이트 카 

오린은 Table 11과 같이 산화철과 산화칼슐의 품위가 매우 낮은 특성을 나타내 

고 있다. 

이와는 달리 국내에서 A급으로 거래되는 도색 고령토의 화학성분의 품위는 

Table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1.61% FE성03. 0.21% TiOz‘ 1.31% CaO등이며， 

백 색 고령토의 품위 는 0.65% FI야03， 0.13% TiOz, 1.37% CaO등으로 알려 져 있 

다. 

Table 11. Chernical Composition of Zettlitz Kaoline 

Composition Si~ AlZÛ3 Fe2Û3 Tiα Cao MgO &0 

Con않nts(%) 1 45-갱 | $~웠 0.a5-0.8 1 0.1 -0.4 0.3-1 꽤떼 12-14 

Table 12. Chernical Composition of Domestic A - Grade Kaoline 

Grade Si~ Al에3 Fe.03 Ti~ CaO MgO 1<20 Na20 Ig.loss 

PA 45.13 36.66 1.61 0.21 1.31 0.32 0.68 0.52 13.78 

WA 44.80 38.09 0.65 0.13 1.37 0.16 0.47 0.57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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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지공업 

제지공업에서 고령토를 충전제로 사용하는 목적은 불투명도와 백색도의 

향상， 인쇄적성의 개선에 있으며 안료를 코팅하는 목적은 원지의 불균일한 

표면을 충진， 도포하여 백색의 불투명한 표면을 만들고 인쇄하기 적절한 균 

일한 흡수성을 가지도록 표면을 만들고자 하는데 있다. 

제지공업에서 코팅제로서는 고령토， 중질 탄산칼숨， 경질 탄산칼숨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물성은 분산성， 입도분포， 상용성， 굴 

절율 및 백색도 등이다. 

최근 제지공업에서는 산성종이에서 중성 혹은 알카리성 종이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이 코팅제로서의 고령토와 

탄산칼숨의 비는 8:2 일본에서는 7:3 유럽에서는 4:6 정도이지만 향후 알 

카리성 종이에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고령토와 탄산칼숨의 

사용비율은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렵다. 

제지공업에서 요구되는 고령토 분체의 품질은 Table 13과 같으며 일반적 

인 규격을 정리하면 

1. 충전제의 품질요건은 고령토 순도 90%이상 Fe203 & Ti02 1.0% 미 

만. 석영 1.0- 2.0% , 광택도 80이상， 입자크기 2.0μm이하 50-70%, 등이 요구 

되고 있는데， 제조방법에 따라 air floated filler 80- 81 , water washed fi1ler 

81 - 86, delaminated fi1ler 86-87, calcined kaolin 91-93 등 이 다. 

2. 코팅제의 품질요건은 고령토 순도 90-100%, Fe.z03 0.5-1.8%, & Ti02 

0.4- 1.6%, 광택도 85이상，입자의 크기 2.0μm이하 80-91% 이지만 고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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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점도의 슬러리를 선호한다. 

참고로 세라믹용은 소성 광택도(1l80 0C)는 83-91 , Fez03 0.9%이하등이 

요구되며 내화물용은 열에 대한 적응성에 따라 등급을 정하는데 

PCE(Pyrometric Cone Equivalent)는 19(1500 0C)이상일 것이 요구되며， 저 

급은 PCE=19-26, 중급은 PCE 26-31.5, 고급은 PCE 31.5- 33 이상인 것으 

로 등급을 결정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97년도 종이의 생산량은 836만 톤이며， 인쇄용지의 생 

산량은 181만 톤， 백판지는 102만 톤이므로 충전제를 많이 사용하는 종이에 

생산량은 283만 톤이 되며 평균 충전제 및 코팅용 분체의 사용량이 

20wt.%라고 하면 무기질 분체의 사용량은 56만 톤이 된다.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기술을 근거로 추산하여 보면， 전 

체 사용량을 100으로 하면 충전용은 70%, 코팅용은 30%의 비율을 이루고 

있으며， 충전용 분체 중에는 활석 40%, 고령토 60%를 이루고 있으며 코팅 

용은 탄산칼슐 80% , 고령토는 20%의 비율로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근거로 단순 계산한다면 충전용 분체로서 고령토의 사용량은 24만 

톤， 코팅용으로의 사용량은 3만 톤이 되므로 국내 제지업계에서 사용되는 

고령토 분체의 사용량은 약27만 톤이 되는 것으로의 분석이 가능하며， 활석 

은 충전용 16만 톤， 탄산칼숨은 코팅용으로 약 14만 톤 등이 소요되는 것으 

로 분석되지만， 제지용으로 사용되는 무기질 분체는 상기의 종류이외에도 

이산화티탄， 실리카， 석고， 황산바륨， 규조토 등 많은 종류가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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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Properties of filler and coating- grade kaoline for Paper. 

Air c\assified Water c\assified Beneficiated Calcined Treated 

Properties 

fine 
mediu 

fine 
mediu 

fine partial fully coarse coarse coarse silane 
m m 

Sp. Gr 2.58 2.58 2.58 2.58 2.58 2.58 2.58 2.58 2.50 2.63 2.58 

pH(20%) 3.8-5.5 3.8-5.5 3.8- 7.5 3.8- 7.5 3.8- 7.5 3.8- 7.5 3.8- 7.5 3.8- 7.5 4.2-6.0 4.2-7.0 4.0-9.0 

Hardness 2 2 2 2 2 2 2 2 4-6 6- 8 2-8 

Ref. index 1.56 1.56 1.56 1.56 1.56 1.56 1.56 1.56 1.62 1.62 1.56- 1.62 

BET 
14- 16 18- 22 7-8 10- 14 18- 22 5-12 5- 12 8-24 

(m‘ jg ) 

Oil abs 28- 32 34-40 28-32 32-40 40-48 50-60 45- 55 40- 50 45-60 45- 90 28-60 

APS(띠n) 1.5- 1.8 0.3 4- 9 1.8- 0.9 1.7- 0.2 2.0-3.0 1.5-2.5 0.5- 1.0 1.5- 1.8 0.9-3.0 0.3-3.0 

Humidity 1.0 1.0 1.0 1.0 1.0 1.0 1.0 1.0 0.5 0.5 0.5- 1.0 

Bright 
74- 78 74-80 79- 85 85-87 87- 90 85-86 86-88 89- 91 86- 90 90-96 74- 92 

(GE%) 

※ pH : 20% in water. APS: A verage Partic1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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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무， 페인트 및 프라스틱 공업에서의 
이용 특성과 품질규격 

고무， 페인트 및 프라스틱공업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각종 물성과 가공성 

및 증량에 의한 경제성 등인데， 고령토에 대한 대표적인 요구물성은 미세한 

고분자물 중에 균일하게 분산되는 것과 앓은 편상으로 고분자물에 잘 배향 

되는 것 그리고 고분자물과 표면친화력이 우수할 것 등이다. 

고무용에는 특히 큰 비표면적과 우수한 보강성 등이 요구되며， 고령토 외에 

탄산칼숨， 활석， 납석， 운모， 벤토나이트 및 규조토 등 여러 종류의 분체가 

사용되나 사용량으로 볼 때 고령토와 탄산칼숨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다. 

페인트 및 프라스틱 공업 중에서는 사용수지의 종류 제품의 요구물성에 

따라 여러 가지의 분체가 사용되는데 고령토분체의 경우에는 분체제품의 

품질에 따라서 그의 적용성을 달리하고 있다. 

즉 일반제품(standard grade)은 평균 입자크기가 0.2-9.5μm 정도이며， 이 

는 polyester의 부피감소와 표변인열 (surface crazing)을 줄이고 가공특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때 입자가 크면 인장강도가 크며 

입자가 작으면 표면가공성과 압축강도가 향상된다. 

고급엽열(葉짧) 제품(delaminated grade)은 판상을 손상시키지 않은 상태 

로 분쇄한 제품으로， 고무에 첨가하는 경우에는 보강효과가 있고， 페인트 

및 프라스틱 충전재로 사용하면 일반 고령토 분체제품에 비하여 은폐율， 인 

장강도와 인장 탄성율 증가율이 30%를 넘는다고 보고되어 있다. 

소성 고령토 제품kalcined grade)은 흡유량이 일반제품이나， 엽열제품보 

다 높고， 표면 반응성이 낮으므로 안정성이 우수하고， 고분자 제품의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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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은폐율 및 전기저항이 높은 고광택도를 가진 

백색분말이다. 

표면 처 리 제 품(surface moclified grade)은 fatty acid, silane, titanate, 

polyester, metal hydroxide등으로 미분체 표면을 코팅처리한 제품으로， 특 

히 silane처리한 것은 전기절연체， 고무제품， polyester, nylon 등에 많이 사 

용된다. 

이외에도 고무， 페인트 및 프라스틱 공업에서는 열팽창율， 열전도도， 경 

도， 제품의 은폐력， 기계적 강도， 약품내성 및 미관상등의 조절용으로 비금 

속 광물 분체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PE， Nylon, PVC, Polyurethane, 

Polystylene등에서는 부피 증량과 안료로서의 사용이 주된 목적이지만， 전 

선용 PVC에서는 내마모성이 높고， 소성 고령토 분체는 전기절연저항이 높 

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단순계산에 의하면 우리 나라 폐인트 업계에서 사용되는 무기질 안료는 

약 20만 톤이 되는데 채색안료의 사용량 약 35%(7만 톤)를 제외하면 체질 

안료는 약 13만 톤이 사용되고 있다고 집계된다. 체질안료 중에서는 값이 

저렴한 탄산칼숨이 35% 활석분체의 사용량이 약 30%를 점유하고 있고， 

은폐율이 높은 고령토 분체의 사용량은 약 10-20%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고령토 분체의 사용량은 약 1.3-2.6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기타의 체질안료로 사용되는 무기질 분체로는 침강성 황산바륨， 황산바 

륨， 탄산바륨， 침강성 탄산칼슐， 호분， 석고， 알루미나， 클레이， 설리카， 탈크， 

규산칼숨， 흑연， 벤토나이트 등이 있다. 

합성수지 공업에서 사용되는 충전제는 기본적으로는 제품 제조원가를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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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무기질 충전제를 사용하는 것이며， 

최근에는 제품의 탄성율의 증가， 압축강도의 조절， 전기 절연성의 증가등 

일부의 기능을 보강하는 용도로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사용되는 충전제 

는 자연계에 노출되었을 때 화학적으로 안정한 무기질 분체는 모두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범용으로 사용되는 충전제로는 탄산칼슐 분 

체， 활석 분체 및 고령토 분체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자동차， 전기전자 부품， 전선용 및 건자재 종류는 강도， 경도， 탄성 및 기 

타의 물성부여를 위하여 충전제를 20wt.%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면 충전제의 사용량은 전체 합성수지 생산 

량의 약 10%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합성수지 전체 생산량은 420만 톤/년이 

므로 충전제의 종류별 사용량은 약 42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의 추산이 가 

능하며， 자동차 공업용，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engineering plastic)의 경우에 

는 충격 및 곡율 강도의 보강을 위하여 활석분체와 같은 판상의 분체를 사 

용하고， 전선용의 경우에는 소성 고령토 분체를 사용하는 등의 일부 용도에 

서는 기능성 분체를 사용하지만， 아스타일， 장판， 파이프 등의 일반품목은 

값이 싸고 국내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질 탄산칼숨의 사용량이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로 국내에 수입되고있는 고령토 분체의 

품질특성은 Table 14와 같이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으로 약 

30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 

표적인 분체 제품만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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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Typical physical properties of functional filler- grade kaolin 

De Calcined & surfac 
Production 

Hydrous Calcined 
larninated e modified 

Designation ASP 
ASP600 ASPNC2 Special ASP37 HF-900 

Suoerfine 

Special 
UFD N D DCHT VFST ASST 

modified 

APS(μm) 0.3 0.6 1.0 1.2 2.0 1.4+ 1.8+ 

Oil Absorp. 41-46 38-43 38-43 55-65 75-85 45-55 70-80 

Residue( + 325M) 0.01 0.015 0.01 0.01 0.02 0.03+ 0.04+ 

Brightness(GE) 90-92 85-87 90-92 91-93 93-95 

pH 6-8 3.5-5.0 6-8 5-6 5-6 N/ A 8.5-9.5 

Refractive 
1.56 1.56 1.56 1.62 1.62 1.62 1.62 

Index 

Sp. Gr. 2.58 2.58 2.58 2.63 2.63 2.63 2.63 

Free 
1.0 1.0 1.0 

moisture 
0.5 0.5 0.5+ 0.5+ 

※ 자료: Engelhard Co., USA 
※ UFD Ultra- flotation Dispersant, N None, 

DCHT : Dehydroxylated by Controlled Heat Treatment, 
VFST : Vinyl Functional Surface Treatment, 
AST Amino- Silane Surface Treatment, 
ASP Alurninium Silicate Powder, D:Dispersant, 
APS:A verage Partic1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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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약 및 농약공업에서의 이용특성과 품질규격 

고령토를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령토 분체가 가지는 흡착성을 이 

용하는 경우인데， 고령토를 환부에 부착하면 세균 대사물， 독소 등 염중을 

유발하는 물질을 흡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흡습성， 건조지연 

의 효과를 이용하는 습포용 제제 동에서도 표면으로부터의 수분이나 분비 

물을 흡수하여 염증이나 통증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소성 고령토의 경우에는 고령토 중에 함유된 결정수분을 탈리시키면 고 

령토에는 미세기공(micro-pore)이 형성되는데， 이는 흡착활성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는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공업에 

사용되고 있다. 

의약 및 화장품용 등은 중금속 및 염화물의 함유량이 가장 중요한 요구 

물성으로서， 중금속의 함유량 20ppm 이하， 일본 약방문에는 50ppm이하， 산 

가용물 1O.0mg이하 액성 pH:4.0-7.5, 강열 감량 15%이하 및 비소함유량 

2.0ppm이하 등이 요구된다. 

농약의 경우에는 회석 증량제， 약효의 지연제， 약제를 담지하는 효과 

(Caπied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령토 분체의 품질요건은 주된 약제 

의 대하여 불활성일 것， 동물이나 식물에 대하여 불활성일 것， 값이 저렴할 

것， 안정적 공급능력이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분제(約齊IJ) 및 입제 

(l\/햄IJ)， 수화제(水져1刺) 등의 농약에 이용되고 있다. 

농약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가 20-28μm 수준이며， 10.0μm 

이하 입도의 함유량이 15% 이하일 것， 액성 pH:4.5 - 5.5, 겉보기 비중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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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등의 물성이 요구되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용도로서 활석 

분체가 많이 사용되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6. 용도별/제품별 가격구조 

국내에서 고령토의 가격은 생산되는 원광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데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고령토는 상급품인 White A급은 

거의 채진되어 생산량은 미미하며 그 외 White B급 Pink A급 및 B급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가격은 ‘90년대 초에는 상승추세가 대단히 완만하였 

으나 중반기부터 약간 상승하였으며， 수출용은 완만한 상승추세였다. 또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제지용 고령토는 가격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다음 Table 15는 연도별 국내산 고령토의 내수와 수출 및 수입 고령 

토에 대한 가격변동을 표시하였다. 

Table 15. Price of Domestic and Imported Kaoline by Year 

싫싫$ Grade ‘92 ‘93 ‘94 ‘95 ‘96 

WB 70 70 70 70 100 
Domestic 

PA 50 50 60 60 70 
(1αX)worνtonl 

PB 20 25 30 30 30 

Export WB 183 183 216 246 246 

(FOB ,$/t) PA 90 90 101 116 116 

Import Paper 
274 249 264 269 267 

(CIF,$/T) (US.A) 

※ 매 연도말 기준 

※ 자료 : 광업요람 1997년 대한광업진흥공사. 통상산업부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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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에서의 고령토 가격은 산지별 및 용도별로 천차만별이지만 대 

표적인 산지와 용도별 고령토 가격을 보면 Table 16과 같다. 

Table 16. Prices of Kaoline by Producer. 

Region j 에ce(없) j Specification Remarks 

15 crude 
Ohio FOB 

30-40 dried, -30 to -200 mesh 

20-49 dry ground, air- f}oated soft, bulk 

79 general purpose fil1er grade, bulk 

95 NO.3 coating, bulk 

Georgia 
98 NO.2 coating, bulk 

FOB 

128 No.l coating, bulk 

329 delaminated, water-washed, pamt 
grade, 1μm APS , bulk 

ex-Cornwall, 75-112 filler 
FOB 

UK 112-180 coating 

water-washed calcined, paint grade, 
398 I Calcined 

507 paper-grade. bags FOB 

Georgia 790 colloidal, bag 

55-65 Sanitary,Bag FOB 

120 Tableware, bag 

ex-Cornwall, ceramlc 
FOB 

UK 120-185 Porce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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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술동향 

고령토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광물의 상태가 미립자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습식 또는 건식방법에 의하여 분체화 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요구 

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범위를 조절한다. 

현재， 제지용 및 충전용 고령토 분체의 생산량이나， 세계적인 시장 규모 

변에서 Table 17과 같이 미국의 생산 및 유통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미국은 9，913천 톤을 생산하여 전체의 42%를 점유하고 있으며， 소 

비량 역시 6，938천 톤으로 29.4%를 점유， 미국이 세계적인 고령토의 생산국 

이자 소비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EU 국가에서 4，900천 톤을 생산하고， 구 

소련에서 1 ，978천 톤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가 가 

장 많은 미국을 중심으로 고령토 분체의 생산기술과 그의 변천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미국의 고령토 산업은 1800년대에는 대부분 요업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하 

였으나， 1920년대 이후， 제지공업의 발전과 동시에 대규모의 소비시장이 형 

성되어졌고， 고령토 산업과 기술의 큰 성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생산기술의 적용에서도 건식방법과 습식방법을 사용하는데， 우선 채굴방 

법은 토사 굴착기 혹은 수력 굴착기를 이용하고 파쇄 후 분체 제조기는 

ring type roller mill 혹은 table type roller mill을 사용하는 데 , 분 쇄 기 내 에 

는 열풍을 도입하여 건조와 분쇄를 통시에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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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World Deposits,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Kaoline (1990) 

Deposit Production 
Consumption 

Area 
(million ton) (1,OOOton) Amount 

Nation 
(1,OOOton) 

North 
3,900 9,913 USA 6,938 

America 
South & Central 

700 1,578 USSR 1,978 
America 

EU 2,500 4,900 S.KOREA 1,479 

Non-EU 
3,000 3,736 GERMANY 

Europe 
1,401 

Australia 500 2,968 JAPAN 1,298 

Middle-East 1,600 178 FINLAND 975 

Africa 800 312 Others(35nations) 9,516 

Total 13.000 23.585 23,585 

습식공정에서는 탈수공정의 효과적인 사용이 중요하다. 고령토의 탈수는 

응집제를 사용하여 1차 응집한 후 각종의 여과기를 사용하는데， 미국 등에 

서 많이 사용되는 저압여과에서는 55- 60%, 유럽에서는 고압여과 방식을 많 

이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 보통 75%의 고체농도를 얻고 있다. 이러한 여과 

제품은 건조하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점차 슬러리 제품으로 생산하는 경 

향이 많으며， 실제 제지공장으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약70%를 슬러 

리(고체농도 70%)로 공급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약10%의 수분을 함유한 고령토 pellet을 생산. 공급하는데，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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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정도의 수분을 건조하는데 전체의 수분을 건조시키는 것보다 경제적 

이며， 건조제품 보다는 사용공정에서 해쇄 및 혼합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이다. 

침출공정은 고령토의 백색도나 광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일부의 오염물 

을 제거하기 위하여 행하는데 오래 전부터 많은 종류의 유기시약이 사용되 

었으나， 그의 효과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최 근 에 사용 되 는 대 표 적 인 방 법 은 sulfuric acid, sodium hydrosulfide, 

zinc hydrosulfide 등을 사용하는 철분의 환원표백， sodium hypochlorite, 

peroxide or ozone bleaching을 이용하여 유기질 오염물을 제거하는 등의 

공정이 이용되며， 기타 부유선별 방법으로는 ultraf1otation, selective 

f1otation이 이용되며 근래 들어 자속밀도를 향상시킨 고구배 자력선별 

(WHGMS)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 

1960년 대 부터 는 delaminated kaolin (clay) or fractured kaolin (clay) 이 라는 

상품을 개발하여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이 기술은 업자군에 강력한 전단응 

력을 적용시켜서 편상의 입자를 손상시키지 않음으로서 고광택도의 미분체 

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서 최근 제지공업에서는 그의 사용이 하나 

의 고유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고령토는 친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기상에서는 분산효과가 낮기 

때문에， 1960년대부터는 amine salt, resin, plastic 및 기타의 유기물을 이용 

하여 고령토의 표면을 처리하므로서 유기상에서의 반응성을 향상시킨 

organo kaolin (clay) 이라는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고령토를 소성하여 

결정수를 제거한 calcined clay(kaolin)라는 제품이 개발되였다. 

고령토를 소성하여 결정수를 탈리시키면 고령토가 가지는 고유의 굴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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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1.56→1.62로 향상) 변화됨으로서 종이 및 페인트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불투명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제품이 되는데， 이 기술은 1960 

년대에 개발되어 페인트 산업에 접목되기 시작하였으며， 1970-1980년대에 

는 불투명성을 향상시킨 초미립 분체로서 제지공업에서도 그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산화티탄(Ti02) 분체의 대체재로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고령토의 사용자들은 계속하여 고품질의 고령토 분체를 요구하고 있으므 

로， 수요에 부응하는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더욱 북잡한 공정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발분야로는 저마모성 분체의 개발과 불투명도를 향상시킨 제지 

코팅용 초미립 소성 고령토를 들 수 있다. 

최근에는 고령토와 cationic polyelectrolyte를 반응시켜서 화학적인 구조 

를 가지는 안료를 개발한 바 있는데， 이 제품의 경우， 불투명도변에서는 일 

반 고령토 분체보다 우수하였으나， 소성 고령토보다는 우수하지 못하여 상 

용화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제지업계에서는 피복중량이 적으면서도 효과적 

인 분체， 더욱 높은 불투명도를 가지면서 표면 윤활도가 좋은 분체 및 광도 

가 우수한 분체 등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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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설험결과 및 고찰 

제 1 절 실험방법 

지금까지 개발된 고령토 정제 기술은 대부분이 습식공정으로 품위향상 

및 실수율이 높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원가 상승요인이 많아 산업화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습식공정이라 할지라도 원광 

의 품위(고령토 함유율)가 높은 자원부국에서는 습식 공정중 수비법을 채택 

하여 비교적 고품위 고령토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고령토는 풍화작 

용이 완전히 진행되지 않아 불순물인 실리카와 장석 등의 혼입이 많아 고 

령토 정광의 생산율이 저조하여 생산원가 상승요인이 많은 습식 처리시 경 

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 

광석의 특성 및 산업화를 고려하여 현장 적용이 용이한 건식 정제기술을 

개발하고자 건식 분쇄공정으로 불순물과의 단체분리를 하였다. 또한 단체 

분리된 유용광물의 회수를 위한 건식 분급법으로 굵은 불순물과 미립의 고 

령토를 분리하여 정제 고령토를 회수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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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적 배경 

고령토를 포함한 점토광물은 열수 변질 작용에 의하여 생성되는 관계로 

대부분이 불순물을 상당량 함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불순광물 

은 경도가 연질인 것， 중간정도의 것， 단단한 것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 

반적인 현상이다. 즉 점토광물은 Mohs' 경도가 l.5- 2.5 범위의 매우 연질 

인 반면 석영 (Mohs' 경도:7) ， 특히 국내 고령토 광상의 모암으로 풍화작용 

이 럴 진행되어 고령토에 혼입， 품위를 저하시키는 장석 (Mohs' 경도:6)등은 

매우 단단하며 그 외 대부분의 비 점토 광물은 점토광물에 비하여 비교적 

단단한 것으로 구성된다. 또한 점토광물은 대부분이 매우 미립으로 산출되 

는 반면 불순광물은 굵은 상태로 산출되는 물리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 

서 이러한 조암 광물의 경도와 산출상태 차이를 이용한다면 유용광물과 불 

순광물의 단체분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유용광물과 불순광물의 경도 

등 물리적 특성 차이가 있더라도 높은 경도의 광물까지도 마광이 가능한 

캉력한 분쇄기를 사용한다면 무차별적으로 분쇄되는 관계로 조암 광불의 

특성을 활용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광물의 물리적 특성 

의 이용이 가능한 분쇄 메카니즘은 충격과 마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이용한 분쇄기는 롤러 밀과 임팩트 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롤 

러 밀을 이용하여 광석을 분쇄 시 분쇄된 광석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하 

는 공기를 열풍으로 공급한다면 광석이 분쇄과정에서 건조됨으로서 미립화 

된 입자가 쉽게 외부로 배출되므로 과분쇄를 방지하면서 단체분리에 상당 

히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광석 중 불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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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비교적 굵은 상태로 남게되는 반면 연질이면서 미립인 고령토는 미세 

하게 분쇄가 이루어진다. 특히 분쇄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원광에 함유 

된 조암 광물의 특성과 회수하고자 하는 정제산물의 품위를 고려하여 분쇄 

율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쇄된 광석에는 비중， 입자 

크기 등이 각기 다른 광물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혼합광석을 정제된 물 속 

에 흘려 보내게 되면 비중이 높고 굵은 광립은 먼저 가라앉을 것이고， 비중 

이 낮고 미립의 광물은 서서히 가라앉는 침강속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선별하는 기술을 수비법이라 하며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으며，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적용하여 정제 고령토를 생 

산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수비법은 처리시설의 면적이 넓어야 하고 처리시 

간이 장시간이며， 미립의 정제 고령토를 탈수， 건조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침강속도의 차이를 

이용한 공기 분급법을 적용코자 하였다. 즉， 원심력이 작용하는 용기 내에 

공기와 분쇄산물을 동시에 공급하면 비중이 높고 굵은 입자는 원심력을 많 

이 받게되어 외부로 향하게 되는 반면 비중이 낮고 미립자는 원심력을 적 

게 받아 내부로 모이게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거동을 하는 입자를 별도로 

회수하는 선별법이다. 공기 분급법은 수비볍과는 달리 매질로 공기를 이용 

하므로 매질의 비중이 물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선별효율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기 분급법은 선별효율이 비록 수비법에 비하여 

저조할 지라도 산물의 탈수， 건조 등 습식 공정에서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의 해결이 가능하고 정제산물의 품위를 고려하여 조업조건 

의 변경이 용이하기 때문에 산업화에 상당히 유리한 공정으로 판단된다. 

딘
 



2. 실험공정 

본 연구에서는 원광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화학분석 ， x-선 회절분석 

및 현미경 감정을 실시하였다. 특히 x-선 회절분석을 통하여 조암 광물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소량으로 수반되는 불순광물은 검출이 곤란한 

관계로 원광을 간이식으로 처리하여 굵고 비중이 높은 광물을 분리하여 불 

순광물을 검토하였으며， 현미경 감정을 통하여 x-선 회절분석으로 검출되 

지 않는 소량이 함철 광물 또는 도자기 원료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함티 

탄 광물 등 불순광물의 산출상태， 형태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원광 

의 체가름 실험을 통하여 원광의 입도별 특성을 검토하고자 타일러 표준체 

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16- 400mesh 까지 체가름 후 화학성분의 품위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정제를 위한 단체분리 특성을 검토하고자 순수한 충격 

식 분쇄기를 사용하여 각 분쇄율(-325mesh 기준) 별로 분쇄， +325mesh 산 

물과-325mesh 산물의 화학분석을 통하여 적정 분쇄입도를 구하였으며， 각 

분쇄산물을 대상으로 건식 공기 분급기를 사용하여 각 입도별로 분급， 각 

산물에 대하여 화학분석 및 x-선 회절분석 그리고 현미경 감정을 통하여 

정제 고령토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요업원료 광물은 화학적 특성도 

중요하겠지만 물리적 특성 역시 매우 중요한 인자이므로 정제된 고령토를 

대상으로 가소성과 소성 백색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과 저급 고령토의 활용을 위하여 칼라골재 제조에 관한 연구를 동시 

에 수행， 고령토의 활용도 제고 및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술과는 달리 모든 공정을 건식으로 처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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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용수， 산물의 탈수， 건조， 해쇄， 폐수처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광 

의 특성에 따라 분쇄율 및 분급점의 조절이 용이한 건식 공정을 채택함으 

로써 산업화 유도에 용이한 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 

• 광물감정 : 화학분석을 통한 원광석의 화학성분(품위)을 확인하고， 조암 

광물 규명(주 구성광물)을 목적으로 X 선 회절분석을 수행하였으며 x 선 

회절분석에서 검출되지 않는 소량 수반광물의 종류 및 산출상태를 확인하 

고자 현미경 관찰 등을 통하여 원광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함 . 

• 체가름 실험 : 원광석의 입도분포 규명 및 각 산물의 화학분석을 통한 

입도별 품위변화 확인 . 

• 분쇄실험(건식) : 조암 광물의 물리적 특성 차이를 이용한 선택분쇄를 

위하여 충격식 분쇄기인 임팩트 밀의 회전수 조절을 통한 적정 분쇄율을 

규명코자 분쇄산물에 대하여 325mesh를 기준으로 체질 후 각 산물의 품위 

변화를 관찰， 적정 분쇄율을 규명코자 함 . 

• 분급실험(건식) : 분쇄율을 달리한 분체를 대상으로 입자의 크기와 비 

중에 따라 달리 영향을 받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굵고 비중이 높은 광물(불 

순물)과 미립산물을 분리하는 공정으로 정제 고령토의 생산율과 품위향상 

이 가능한 적정 분급점을 규명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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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골재 제조실험 :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과 저급 고령토를 

이용하여 건자재용 칼라골재를 생산함으로써 고령토 광의 활용도 제고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적정 pelletizing 입도 및 채색제 종류와 첨가량 그 

리고 소성온도 등을 규명함 . 

• 점토광물의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 점토광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 

초연구로서 벤토나이트 정제 및 활성 벤토나이트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기 

초연구 및 활용방안을 규명함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령토의 정제기술 

의 확립 및 부가가치 향상방안을 강구하여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관련제품의 수입대체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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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결과 및 고찰 

1. 시료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시료 선정을 위하여 국내 부존 량의 절대량을 점하고 있 

는 경남지역의 가행 광산 중 비교적 생산량이 많고 활발하게 채광이 진행 

되는 광산을 대상으로 시료 채취 후 화학분석을 통한 시료의 특성을 검토 

하였다. 화학분석 결과 각 시료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유사함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남지역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채광이 진행중인 하 

동과 산청지역의 대표적인 광산에서 생산되는 광석을 실험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즉， 경남 하동지역의 하동 카오린 광산에서 생산되는 백색B급， C급 

(WB , WC급)과 도색 B급， C급(PB ， PC급) 시료와 산청지역의 대명 고령토 

광산에서 생산되는 백색B급， C급(WB， WC급)과 도색 B급， C급(PB ， PC급) 

시료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음 Table 18은 경남지역에서 

활발히 채광이 진행되는 광산에서 생산되는 원광석의 화학분석 결과이다. 

각 고령토 등급의 분류는 광산에서 색상과 사질함량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 

매광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화학분석 결과 백색 고령토에는 모암이 풍화 

작용을 덜 받아 장석류가 불순물로 혼입되어 산화칼습의 품위가 높고， 알루 

미나 품위는 낮으며 도색 고령토는 산화칼습의 품위는 낮았으나 철분의 품 

위는 높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등급이 낮은 시료 

중 백색 고령토는 산화칼습의 품위가 월등히 높았으며， 도색 고령토는 알루 

미나 품위는 낮고， 철분의 품위가 비교적 높은 특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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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백색 고령토에 모암으로부터 혼업 된 산화칼숨은 도자기 제조 시 

가소성에는 커다란 악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조강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되므로 도자기 업체에서는 산화칼숨의 품위에 상당한 관 

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자기 업체의 소성방식이 종전의 

산화소성에서 환원소성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볼 때 환원 소성시 색상저하 

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산화철보다는 이산화티탄과 건조강도에 영 

향을 미치는 산화칼숨의 제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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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Result of Chemical Analysis for Samples. 

Composition (%) 
Sample Grade 

Si02 Ah03 F~0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PB 43.70 37.58 1.93 0.70 0.37 0.58 0.45 0.24 14.66 

Dae PC 44.10 36.02 3.21 1.11 0.46 0.49 0.47 0.31 14.02 

Myung WB 44.98 36.21 1.14 3.61 0.32 0.60 0.85 0.16 12.42 

WC 48.44 30.98 1.07 10.53 0.33 0.53 2.39 0.15 5.70 

PB 45.18 33.82 4.44 1.22 0.91 0.52 0.49 0.42 13.16 

PC 46.00 35.31 1.90 1.29 0.29 0.57 0.70 0.28 13.70 
HaDong 

WB 45.59 34.49 1.06 5.03 0.25 0.52 1.26 0.24 11.38 

WC 46.30 33.39 2.22 4.79 0.57 0.47 1.17 0.34 10.95 

PB 44.52 35.10 2.28 2.51 0.44 0.43 0.63 0.35 13.97 
DaeHan 

PC 44.70 35.36 2.87 1.18 0.75 0.42 0.44 0.26 14.19 

P∞ngSan WB 44.닮 36.71 1.33 2.57 0.42 0.45 0.55 0.22 13.34 

PB 44.61 36.12 1.77 1.74 0.37 0.36 0.53 0.24 14.37 

WB 44.69 37.53 1.41 0.84 
NakWoo 

0.33 0.80 0.36 0.18 13.89 

WC 48.32 31.39 1.32 9.19 0.32 0.62 1.91 0.20 7.05 

SaeChang PC 44.66 36.06 2.55 0.69 0.74 0.53 0.37 0.24 14.27 

PC 44.56 36.81 2.55 0.28 0.41 0.34 0.33 0.26 14.57 

WB 47.52 30.83 0.94 13.42 0.26 0.46 2.39 0.25 14.29 
WeolHα~ 

WC 47.64 30.75 O 잃 13.25 0.23 0.49 2.41 0.21 14.58 

Sam PB 45.05 36.10 2.35 1.57 0.43 0.70 0.62 0.33 12.90 

-Ryeong WB 47.61 32.59 1.45 7.47 0.35 0.58 1.90 0.26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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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등급에 따라 화학성분의 품위변화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조 

암 광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원광과 실험실에서 간이식으로 중광물 등을 

별도로 회수하여 소량 수반광물을 확인하고자 X 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Fig. 1 - Fig. 4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1은 대명 PB급에 

대한 X 선 회절분석 결과로서 주 구성광물은 백운모， 고령토， 석영이 확인 

되 었으며 , 산화칼숨의 원 인 광물 인 Anorthite와 Albite, Montmorillonite 그리 

고 stilbite등이 소량 수반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철분의 

근원광물은 단체 분리된 산화철보다는 백운모 및 몬모릴로나이트 등의 층 

상에 혼입되는 철분으로 판단되며， 산화칼숨은 사장석 계열에 속하는 

Anorthite와 Albite 그리고 stilbite등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Fig. 2는 대명 WB 원광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과로서 주 구성 

광물은 백운모， 고령토， 석영 그리고 Anorthite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광의 

화학분석 결과에서 본 시료의 산화칼숨의 함량이 3.6%로 높은 품위이었는 

데， 이는 주로 Anorthite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원광의 주 구성광물 

이 외 에 Albite, Tremolite, Montmorilonite등 이 검 출되 어 불순광물의 대 부분 

이 산화칼숨의 근원광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3은 하동 카오린 광산에서 생산되는 PB급 원광에 대한 X 선 회절 

분석 결과로서 주 구성광물은 백운모 고령토 석영 그리고 Tremolite이었 

다. 또한 원광의 주 구성 광물 이 외 에 Albite, Anorthite, Clinochlore, Illite등 

이 검 출되 었다. 이 중 철분을 함유하는 광물로는 Clinochlore와 운모류 등의 

층상에 혼입되는 철분과 변질과정에서 외부로부터 광염상태로 오염된 철분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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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Fig. 4는 하동 WB원광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과로서 주 구성광 

물은 다른 광물과는 달리 Albite, Anorthite, 백운모， 석 영， 고령토， 

Tremolite, Montmorillite 등으로 타 시 료에 비 하여 조암광물이 상당히 복잡 

하게 나타났으며， 원광석에 장석류의 혼입이 많아 산화칼숨의 품위가 5.0% 

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모암의 풍화가 덜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원광석에서 검출되는 광물이외에 Hastingsite, 

Montmorillite, Tremolite등이 수반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외의 시료(대명 하동의 WC. PC급)는 장석류 등 불순물의 함량 

이 다소 많았으나 특이한 광물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보에는 기재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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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X - ray diffraction patterns of Dae- myoung PB-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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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가름 실험 

원광의 광물감정 결과에서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불순물은 주로 석영 

과 장석 그리고 녹염석 등으로 이러한 광석은 고령토에 비하여 비교적 굵 

은 상태로 산출되고 경도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원광석 

은 입도에 따라 화학성분이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입 

도분포에 따른 성분의 변화와 불순광물이 비교적 많이 농축되는 입도를 규 

명하고자 원광에 대하여 입도분석 및 화학분석을 수행하여 다음 Table 19 

- Table 26에 기재하였다. Table 19는 대명 PB 원광에 대한 체가름 결과 

로서 325mesh 이하 산물이 양이 53.2% 정도이었으며， 실리카와 알루미나 

품위는 미미하게나마 미립으로 갈수록 향상되었으며 철분의 품위는 

100/400mesh 입도의 산물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건 

조강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화칼숨은 150mesh 이상의 입자가 상당히 높 

게 나타나 장석 등이 비교적 굵은 입자로 산출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산화티탄은 28/150mesh 산물이 평균품위 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 

내었다. 

다음 Table 20은 대명 PC에 대한 체가름 실험결과이다. PB급에 비하여 

-325mesh 산물의 양이 약간 증가되었으나 실리카의 품위는 높고， 알루미나 

품위는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철분의 품위가 3.2%로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철분의 품위는 미립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 -400mesh 산 

물이 철 품위는 3.5%로 원광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산화칼숨의 품위는 PB급과 유사하게 미립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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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Table 21은 대명 WB에 대한 체가름 실험결과이다. -325mesh 산물 

의 양이 62.6%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미립으로 갈수 

록 알루미나의 품위가 상당히 증가되어 -400mesh 산물이 알루미나 품위는 

37.9%로 원광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되었다. 특히 PB급에는 산화칼숨의 품 

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200mesh 보다 굵은 산물의 산화칼숨 품위는 

9%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철분 역시 미립으로 갈수록 품위가 낮 

아져 400mesh 산물의 철 품위 는 0.97%이 었다. 

Table 22은 대명 WC에 대한 체가름 결과이다. WB급에 비하여 

-325mesh 산물의 양이 상당히 적은 35.7% 이었으며 실리카의 품위는 상 

당히 높고 알루미나 품위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0mesh 이상의 굵 

은 산물의 산화칼숨 품위는 매우 높음을 볼 때 입도분리에 의하여도 산화 

칼숨의 제거는 상당히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Table 23은 하동 PB 원광에 대한 체가름 실험 결과이다. 특징적인 

점은 + 16mesh 산물의 실리카 품위가 59.6%로 매우 높고 알루미나 품위는 

21. 1%로 매우 낮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알루미나 품위가 높은 

325mesh 산물의 양이 73.3%로 고령토 함량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산화칼숨의 품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역시 굵은 산물의 

품위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산화철과 이산화티탄의 품위는 

굵은 입자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적용코자하는 분쇄 분급기 

술을 적절히 적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4은 하동 PC의 체가름 실험 결과이다. PB 시료와 특이한 차이점 

은 없었으나 고령토로 생각되는 -325mesh 산물의 양이 47%로 다소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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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리카의 품위가 높고， 알루미나 품위가 낮은 

특성과 철분의 품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25는 하동 WB의 체가름 실험 결과로서 325mesh 이하 산물이 양 

이 41% 정도이었으며， 실리카는 미립으로 갈수록 적어지고， 알루미나 품위 

는 미미하게나마 미립으로 갈수록 향상되었으며 철분의 품위는 +325mesh 

입도의 산물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건조강도에 악영 

향을 미치는 산화칼숨은 150mesh 이상의 입자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장석 

등이 비교적 굵은 입자로 산출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산화티탄은 

28/100mesh 산물이 평균품위 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Table 26은 하동 WC의 체 가름 실 험 결과로서 325mesh 이 하 산물이 양 

이 49.1% 정도이었으며， 하동 WB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 실리카는 미립으 

로 갈수록 적어지고 알루미나 품위는 미립으로 갈수록 향상되었다. 

- 28/+ 100mesh 산물의 철분의 품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반면， 산화칼숨과 

이산화티탄의 품위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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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Sieve Analysis on Dae- myoung PB- Grade. 

Fracture Yield 
Composition(%) 

(mesh) (wt%) 
Si02 Ab03 Fe20 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16 1.08 43.25 37.52 1.50 1.01 0.62 0.51 0.44 0.16 15.33 

-16+28 2.43 43.50 37.67 1.38 0.84 0.33 0.50 0.44 0.22 15.37 

-28+35 2.16 43.57 37.42 1.62 1.20 0.38 0.49 0.52 0.44 14.48 

-35+48 3.78 43.67 37.22 1.73 1.60 0.30 0.46 0.58 0.59 14.03 

-48+65 1.89 43.52 37.04 1.98 1.57 0.31 0.47 0.57 0.73 14.00 

-65+100 5.68 43.43 37.22 1.95 1.35 0.32 0.47 0.53 0.65 14.30 

-100+ 150 6.49 43.59 37.03 2.26 1.30 0.38 0.49 0.51 0.43 14.20 

-150+200 8.92 43.74 37.78 1.88 0.75 0.38 0.51 0.45 0.18 14.57 

-200+270 9.19 43.79 37.64 2.00 0.66 0.40 0.54 0.42 0.16 14.55 

-270+325 5.14 43.80 37.54 2.18 0.55 0.41 0.60 0.42 0.16 14.47 

-325+400 11.08 43.69 37.57 2.02 0.55 0.39 0.59 0.42 0.15 14.86 

-400 42.16 43.77 37.73 1.90 0.42 0.35 0.65 0.43 0.15 14.82 

Total 100.00 43.70 37.58 1.93 0.70 0.37 0.58 0.45 0.24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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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Sieve Analysis on Dae- myoung PC-Grade 

Fracture Yield 
Composition (%) 

(mesh) (wt%) 
Fe.10 3 CaO MgO K20 Na20 Ti02 Si02 Ab03 Igloss 

+16 3.31 44.66 35.51 2.16 2.53 0.44 0.48 0.58 0.26 13.67 

- 16+28 2.49 44.56 35.22 2.85 1.74 0.52 0.43 0.54 0.71 13.61 

-28+35 2.21 44.45 34.52 3.26 2.32 0.56 0.42 0.61 1.25 12.82 

-35+48 3.87 44.48 34.48 2.85 2.96 0.48 0.39 0.72 0.99 12.94 

48+65 2.21 44.58 35.08 2.57 2.76 0.44 0.39 0.69 0.71 13.00 

-65+100 4.42 44.95 35.19 2.48 2.64 0.43 0.41 0.70 0.50 12.94 

-100+ 150 5.25 44.98 35.58 2.60 1.95 0.45 0.43 0.60 0.32 13.32 

- 150+200 6.91 44.56 36.03 2.84 1.20 0.49 0.45 0.50 0.22 13.89 

-200+270 6.35 44.37 36.01 3.05 1.04 0.52 0.48 0.46 0.19 14.15 

-270+325 5.25 43.87 36.11 3.41 0.81 0.51 0.51 0.45 0.20 14.42 

-325+400 8.01 43.76 36.17 3.47 0.72 0.50 0.53 0.44 0.21 14.47 I 

-400 49.72 43.78 36.41 3.49 0.57 0.43 0.53 0.40 0.21 14.30 

Total 100.00 44.10 36.02 3.21 1.11 0.46 0.49 0.47 0.31 14.02 

” 
ι
 

끼
 
l 



Table 2l. Sieve Analysis on Dae- myoung WB- Grade 

Fracture Yield 
Composition (%) 

(mesh) (wt%) 
SiOz Alz03 Fez03 CaO MgO KzO NazO TiOz Igloss 

+16 1.58 46.33 32.1 2 1.94 6.89 0.30 0.50 0.74 0.40 11.15 

16+28 L없 46.65 31.39 1.74 9.58 0.25 0.44 1.38 0.41 8.53 

28+35 2.63 47.15 31.12 1.26 11.59 0.19 0.33 1.93 0.30 6.50 

-35+48 4.47 46.94 31 .59 1.08 11.45 0.19 0.31 2.01 0.24 6.55 

-48+65 2.90 46.42 31.94 1.16 10.77 0.23 0.32 1.85 0.28 7.37 

-65+100 5.00 45.91 32.68 1.26 9.57 0.29 0.36 1.66 0.26 8.46 

100+ 150 4.47 45.43 33.04 1.50 8.41 0.39 0.45 l.45 0.28 9.40 

150+200 5.53 44.83 34.82 1.54 5.31 0.46 0.57 1.04 0.21 11.53 

200+270 5.26 44.78 35.67 1.51 3.84 0.49 0.65 0.85 0.18 12.31 

- 270+325 3.68 44.50 36.35 1.37 2.65 0.47 0.68 0.72 0.14 13.37 

- 325+400 4.48 44.46 36.83 1.27 2.13 0.41 0.69 0.67 0.14 13.63 

- 400 58.16 44.55 37.94 0.97 1.13 0.29 0.67 0.53 0.11 14.07 

Total 100.00 44.98 36.21 1.14 3.61 0.32 0.60 0.85 0.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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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Sieve Analysis on Dae- myoung WC- Grade 

Composition (%) 
Fracture Yield 

(mesh) (wt%) 
Si02 A1203 F~0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16 1.87 49.80 27.51 1.81 12.82 0.58 0.67 2.37 0.17 4.58 

16+28 4.29 49.97 28.93 0.69 14.98 0.25 0.36 3.12 0.11 1.74 

-28+35 8.85 50.05 29.07 0.45 15.67 0.14 0.27 3.26 0 .12 1.18 

-35+48 11.26 49.86 29.16 0.41 15.75 0.13 0.26 3.30 0.14 1.18 

-48+65 6.97 49.81 29.14 0.45 15.55 0.13 0.26 3.26 0.16 1.39 

-65+100 10.99 49.77 29.21 0.51 15.30 0.15 0.27 3.21 0.18 1.61 

- 100+150 7.24 49.44 29.42 0.68 14.42 0.22 0.33 3.05 0.17 2.56 

-150+200 5.63 48.89 29.69 1.02 11.78 0.35 0.44 2.72 0.15 4.14 

-200+270 4.02 48.33 30.24 1.40 10.89 0.49 0.57 2.37 0 .14 5.90 

- 270+325 3.22 47.62 31.22 1.82 8.09 0.63 0.74 1.89 0.15 8.21 

-325+400 2.95 47.53 31.39 1.88 7.62 0.64 0.74 1.77 0.16 8.47 

-400 32.71 46.39 34.21 1.71 3.34 0.49 0.86 1.18 0.14 11.80 

계 100.00 48.44 30.99 1.07 10.53 0.33 0.53 2.39 0.15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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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Sieve Analysis on Ha- dong PB- Grade 

Fracture Yield 
Composition (%) 

(mesh) (wt%) 
Si02 A120 3 Fez0 3 CaO MgO K20 Na20 TiOz Igloss I 

+16 0.26 59.62 21.13 4.52 2.06 1.57 0.78 0.57 0.61 9.22 

- 16+28 0.79 50.23 22.04 8.16 2.92 1.87 0.72 0.70 4.45 8.75 I 

-28+35 0.79 47.76 22.11 9.13 4.12 1.43 0.57 0.97 5.56 8.16 

- 35+48 1.31 46.86 24.01 8.65 4.20 1.58 0.51 0.99 4.42 8.64 

- 48+65 0.79 47.07 26.03 7.71 3.58 l.72 0.44 0.86 2.62 9.94 

-65+100 2.62 46.88 27.78 7.22 2.98 1.84 0.38 0.71 1.48 10.83. 

-100+ 150 3.67 46.65 28.65 6.97 2.71 l.99 0.35 0.63 0.81 11.40 

- 150+200 6.54 46.16 30.09 6.29 2.26 1.84 0 경 0.55 0.45 12.30 

-200+270 7.07 45.75 31.31 5.79 1.88 1.61 0.35 0.51 0.33 12.77 

- 270+325 2.88 45.06 32.77 5.19 1.43 1.25 0.39 0.48 0.24 13.47 

-325+400 7.07 45.14 33.36 4.86 1.30 1.12 0.42 0.48 0.22 13.35 

-400 66.23 44.69 35.70 3.57 0.74 0.57 0.59 0.44 0.18 13.70 

Total 100.00 45.18 33.82 4.44 l.22 0.91 0.52 0.49 0.4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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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Sieve Analysis on Ha- dong PC- Grade 

Fracture Yield 
Composition (%) 

(mesh) (wt.%) 
Si02 Alz03 Fez0 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I 

+16 7.20 46.24 34.54 1.34 2.55 0.25 0.55 0.83 0.23 

- 16+28 3.88 47.82 32.92 1.83 2.55 0.29 0.66 0.92 0.77 12.34 I 

- 28+35 0.28 47.87 33.03 1.73 2.31 0.26 0.60 0.88 0.68 12.66 I 

- 35+48 6.09 49.09 31.97 1.90 2.59 0.28 0.65 0.95 0.85 11.73 

- 48+65 3.32 48.02 33.21 1.91 2.25 0.30 0.61 0.85 0.54 12.39 

- 65+100 4.99 47.41 33.77 2.04 1.99 0.34 0.63 0.86 0.42 12.57 

-100+ 150 6.09 47.42 33.84 2.20 1.90 0.37 0.61 0.82 0.34 12.49 

-150+200 8.31 47.01 34.40 2.11 1.40 0.37 0.57 073 0.25 13.28 

-200+270 8.31 46.75 34.58 2.06 1.17 0.37 0.55 0.70 0.22 13.85 

- 270+325 3.88 46.68 35.43 2.02 0.90 0.33 0.55 0.65 0.19 14.37 

- 325+400 3.88 45.11 35.79 2.03 0.82 0.31 0.55 0 ‘ 62 0.19 14.49 

-400 43.77 44.53 36.92 1.85 0.63 0.25 0.54 0.58 0.16 14.45 

Total 100.00 46.00 35.31 1.90 1.29 0.29 0.57 0.70 0.28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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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Sieve Analysis on Ha- dong WB-Grade 

Fracture Yield 
Composition (%) 

(mesh) (wt.%) 
Si02 Alz03 Fez0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16 5.62 44.94 35.12 1.12 4.92 0.23 0.33 0.79 0.26 12.42 

-16+28 3.93 45.30 33.49 1.58 6.26 0.18 0.41 1.18 0.87 10.84 

-28+35 0.56 46.23 32.딩 1.19 8.11 0.25 0.39 1.48 0.74 9.26 

35+48 9.55 46.99 31.67 1.07 10.75 0.22 0.39 1.96 0.57 6.64 

-48+65 4.49 46.86 32.17 1.08 10.03 0.25 0.47 1.96 0.37 7.09 

65+ 100 7.87 47.15 32.26 1.20 8.99 0.27 0.52 1.95 0.30 7.47 

- 100+ 150 7.30 47.06 32.61 1.23 7.84 0.30 0.53 1.87 0.24 8.56 

- 150+200 7.87 46.40 33.88 1.20 6.01 0.32 0.56 1.57 0.17 10.02 

200+270 8.43 46.02 34.55 1.17 5.11 0.32 0.58 1.35 0.17 10.92 

270+325 3.37 45.17 35.61 1.14 3.56 0.30 0.62 1.06 0.14 12.69 

-325+400 2.81 44.81 36.36 1.05 2.63 0.28 0.61 0.92 0.12 13.43 

400 38.20 44.44 37.38 0.86 1.58 0.22 0.55 0.78 0.10 14.34 

Total 100.00 45.59 34.94 1.06 5.03 0.25 0.52 1.26 0.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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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Sieve Analysis on Ha- dong WC- Grade 

Yield 
Composition (% ) 

Fracture 
(mesh) (wt.%) 

Si02 Alz03 Fez0 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16 2.56 50.46 29.53 2.61 4.92 0.56 0.68 1.21 0.49 9.68 

- 16+28 3.08 47.82 29.98 2.44 8.32 0.41 0.46 1.61 1.33 7.83 

- 28+35 5.13 48.08 30.10 1.69 9.67 0.33 0.37 1.84 0.88 7.24 

-35+48 7.69 48.02 30.07 1.50 11.84 0.28 0.31 2.18 0.83 5.17 

-48+65 4.10 48.10 30.28 1.49 11.16 0.35 0.33 2.15 0.55 5.85 

-65+100 5.13 48.42 30.14 1.78 9.83 0.49 0.39 2.05 0.43 6.66 

-100+150 5.13 48.60 30.75 2.33 7.88 0.69 0.44 1.77 0.30 7.30 

- 150+200 6.15 47.60 31.07 2.83 6.01 0.99 0.47 1.43 0.25 9.49 

- 200+270 8.72 46.63 32.01 3.12 4.66 1.03 0.50 1.13 0.22 10.97 

- 270+325 3.08 45.94 33.00 3.03 3.58 0.96 0.50 0.92 0.20 12.17 

- 325+400 5.64 45.07 34.60 2.66 2.38 0.72 0.51 0.73 0.18 13.37 

-400 43.59 44.67 36.28 2.09 1.40 0.47 0.50 0.66 0.15 13.91 

Total 100.00 46.30 33.39 2.22 4.79 0.57 0.47 1.17 0.34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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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쇄실험 

분쇄실험은 본 연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자이다. 시료의 특성에서도 언 

급하였듯이 국내 고령토 광석에는 상당량의 불순광물이 혼입 된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석영을 비롯하여 장석 그리고 산화철을 비롯한 함철 광물 등이 

다. 이러한 불순광물은 고령토 입자의 크기는 물론이고 경도도 상당히 다르 

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정제기술은 강력한 마광기이 

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볼 밀을 이용하여 단체분리를 위한 마광을 하여 

온 관계로 조암 광물의 경도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미립화 시켜 조암 

광물의 물리적 특성을 정제과정에서 이용하기는 곤란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조암광물의 물리적 특성을 감안하고 이러한 특성을 정제공정에서 

이용하고자 조암광물의 특성을 고려한 선택 분쇄를 하고자 분쇄 메카니즘 

이 단순 충격인 임팩트 밀을 사용하였다. 엄팩트 밀의 주 요 구성은 시료 

저장탱크， 진동식 급광기， 분쇄매체， 시료통 그리고 집진 장치로 구성 되어 

있다. 특히 분쇄효율을 향상시키고자 분쇄매체 주위에 나선형 케이스를 부 

착， 분쇄 매체에 1차 파쇄 된 광석이 케이스에 2차 충돌이 이루어져 분쇄효 

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분쇄매체의 회전수는 자유로이 조절이 가능하 

며， 최대 회전수는 18，000rpm이다. 임팩트 밀의 모형은 Fig. 5와 같다. 분쇄 

실험은 임팩트 밀의 회전수를 5,000, 7,000, 9 ，000rpm으로 변경하면서 수행 

하였으며 , 분쇄 된 산물은 air jet sieve를 사용하여 325mesh를 기 준으로 체 

가름， +325mesh 산물의 생산율을 측정 및 화학분석 후 원광의 품위와 

+325mesh 산물의 품위를 토대로 -325mesh 산물의 품위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27 - Table 34에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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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Results of Grinding Test on Dae-myoung PB-Grade 

Yield 
Composition (%) 

Rev 
(rpm) 

Prod. 
(wt.%) 

SiOz Alz03 Fez03 CaO MgO KzO NazO Ti02 Igloss 

+325 44.2 43.64 37.45 l.93 l.02 0.37 0.51 0.48 0.34 14.46 

5.000 
-325 55.8 43.75 37.68 l.93 0.45 0.37 0.64 0.43 0.16 14.82 

+325 32.3 43.59 37.38 l.89 1.16 0.36 0.49 0.50 0.41 14.43 

7,000 
-325 67.7 43.75 37.68 l.95 0.48 0.37 0.62 0.43 0.16 14.77 

+325 30.5 43.58 37.36 l.89 1.18 0.36 0.49 0.51 0.43 14.42 

9.000 
-325 69.5 43.75 37.68 l.95 0.49 0.37 0.62 0.42 0.16 14.77 

Table 28. Result of Grinding Test on Dae- myoung PC- Grade 

Yield 
Composition (%) 

Rev. 
(rpm) 

Prod. 
(wt.%) 

Si02 Alz03 Fez0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325 50.4 44.41 35.64 2.93 l.64 0.49 0.46 0.55 0.40 13.74 

5.000 
-325 49.6 43.79 36.41 3.49 0.57 0.43 0.52 0.39 0.22 14.30 

+325 42.1 44.54 35.53 2.83 l.81 0.48 0.45 0.57 0.44 13.60 

7,000 
-325 57.9 43.78 36.37 3.49 0.60 0.45 0.52 0.40 0.22 14.33 

+325 36.5 44.63 35.44 2.74 l.96 0.48 0.44 0.58 0.47 13.48 

9,000 
-325 63.5 43.80 36.35 3.48 0.62 0.45 0.52 0.41 0.22 14.33 

- 81-



Table 29. Result of Grinding Test on Dae- myoung WB- Grade 

Yield 
Composition (%) 

Rev. 
(rpm) 

Prod. 
(wt.%) 

Si02 Ab03 Fe20 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325 48.7 45.42 34.38 1.33 6.23 0.35 0.52 1.18 0.22 10.96 

5,000 
-325 51.3 44.29 37.46 0.92 1.26 0.23 0.64 0.46 0.12 14.94 

+325 43.6 45.53 33.97 1.37 6.83 0.35 0.50 1.26 0.23 10.30 

7,000 
- 325 56.4 44.31 37.50 0.93 1.24 0.24 0.64 0.46 0.12 14.86 

+325 38.2 45.67 33.51 1.40 7.54 0.35 0.48 1.34 0.24 9.80 

9,000 
-325 61.8 44.33 37.47 0.95 1.29 0.25 0.64 0.48 0.13 14.77 

Table 30. Result of Grinding Test on Dae- myoung WC-Grade 

Yield 
Composition (%) 

Rev. 
(rpm) 

Prod. 
(wt.%) 

Si02 Ab03 F~0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325 68.1 49.41 29.48 0.77 13.90 0.25 0.37 2.95 0.15 2.84 
5,000 

- 325 31.9 46.37 34.21 1.71 3.34 0.50 0.87 1.19 0.15 11.81 

+325 59.8 49.66 29.22 0.64 14.73 0.21 0.32 3.10 0.15 2.09 
7,000 

-325 40.2 46.63 33.62 1.71 4.28 0.51 0.84 1.33 0.15 11.07 

+325 58.0 49.70 29 .18 0.61 14.85 0.20 0.32 3.13 0.15 1.93 
9,000 

-325 42.0 46.70 33.49 1.71 4.56 0.51 0.82 1.37 015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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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l. Result of Grinding Test on Ha- dong PB- Grade 

Yield 
Composition (%) 

Rev. 
Prod. 

([pm) (wt.%) 
Si02 Ab03 Fe20 3 CaO MgO K20 Na20 Ti02 Ig .loss 

+325 32.1 46.21 29.98 6.23 2.22 1.61 0.39 0.58 0.93 12.04 

5,000 
- 325 67.9 44.69 35.64 3.59 0.75 0.58 0.58 0.45 0.18 13.69 

+325 26.7 46.43 29.30 6.50 2.41 1.71 0.39 0.61 1.07 11.78 
7,000 

-325 73.3 44.72 35.47 3.69 0.79 0.62 0.57 0.45 0.18 13.66 

+325 22.3 46.65 28.72 6.72 2.57 1.77 0.39 0.63 1.23 11.49 

9.000 
-325 77.7 44.76 35.28 3.79 0.83 0.66 0.56 0.45 0.19 13.64 

Table 32. Result of Grinding Test on Ha- dong PC- Grade 

Rev. Yield 
Composition (%) 

([pm) 
Prod. 

(wt.%) 
Si02 Ab03 Fe20 3 CaO MgO K20 Na20 Ti02 19loss 

+325 50.1 47.32 33.86 1.93 1.93 0.33 0.59 0.81 0.40 12.95 
5,000 

-325 49.9 44.67 36.77 1.87 0.65 0.25 0.55 0.59 0.16 14.45 

+325 44.3 47.40 33.73 1.91 2.03 0.32 0.60 0.83 0.43 12.81 
7,000 

-325 55.7 44.89 36.57 1.89 0.70 0.27 0.55 0.60 0.16 14.41 

+325 36.4 47.52 33.56 1.88 2.20 0.31 0.61 0.85 0.47 12.65 
9,000 

-325 63.6 45.13 36.31 1.91 0.77 0.28 0.55 0.61 0.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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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Result of Grinding Test on Ha- dong WB- Grade 

Composition (%) 
Rev. Yield 

Prod. 
(rpm) (wt.%) 

Si02 AIz0 3 Fez03 CaO MgO KzO Na20 Ti02 Igloss 

+325 46.1 46.18 33.69 1.16 8.29 0.27 0.50 l.51 9.79 

5,000 
- 325 53.9 45.09 36.01 0.97 2.24 0.23 0.54 l.05 0.18 12.65 

+325 36.4 46.43 33.19 1.19 0.48 l.61 0.34 9.13 

7,000 
- 325 63.6 45 .1 1 35.94 0.99 2.73 0.23 0.54 l.06 0.18 12.59 

+325 32.1 46.48 33.06 1.19 9.27 0.27 0.47 l.64 0.36 8.96 

9,000 

1- 325 1 67.9 45.37 35.99 l.00 3.04 0.24 0.55 l.09 0.18 12.51 

Table 34. Result of Grinding Test on Ha- dong WC- Grade 

Composition (% ) 
Rev. Yield 

Prod. 
(rpm) (wt.%) Si02 Alz0 3 Fez0 3 CaO MgO KzO NazO TiOz Igloss I 

+325 50.7 47.83 30.76 2.27 7.97 0.63 0.43 l.66 0.52 8.13 

5,000 
- 325 49.3 44.73 36.09 2.17 l.52 0.51 0.51 0.67 0.15 13.85 

+325 42.5 48.1 1 30.45 2.12 8.68 0.56 0.42 l.78 0.58 7.49 

7,000 
- 325 57.5 44.96 35.56 2.29 l.91 0.58 0.51 0.72 0.16 13.51 

+325 38.2 48.26 30.29 2.01 9.1 1 0.51 0.41 1.84 0.62 7.13 

9,000 
-325 6l.8 45.09 35.31 2.35 2.12 0.61 0.51 0.76 0.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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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급실험 

분쇄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분쇄율을 적절히 조절한다면 불순물의 

미립화 방지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용 시료 

는 불순물이 주로 장석 석영 녹염석 그리고 소량이지만 일메나이트 등임 

을 현미경 감정결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불순물은 비교적 굵은 상태로 산 

출될 뿐만 아니라 일부 광물은 고령토에 비하여 비중이 높은 광물이 함유 

되어 있으므로 입자의 크기와 비중의 영향을 주로 받는 분급시에 굵은 산 

물로 분리， 회수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각 분쇄율 별로 분쇄된 시료를 

대상으로 Fig. 6에 나타낸 공기 분급기를 사용하여 18, 25, 34때을 기준으로 

분급실험을 수행하여 정광-1( 18μm 이하) , 정광-208-25μm) ， 정광-3(25-34μm) 

과 광미 (34μm 이상)로 회수하여 각 산물에 대하여 화학분석， x-선 회절분 

석， 현미경 관찰을 하였으며， 특히 정광 l에 대하여는 가소성， 소성 백색도， 

수축율 등 물성을 검토하여 원광과 비교하여 보았다. 물론 이보다 미세하게 

분급을 한다면 보다 고품위 정광의 회수도 가능할 것이고， 보다 굵은 입도 

로 분급한다면 정광 생산율이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분급점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분쇄실험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이보다 굵은 입도로 분급한다면 생산율은 증가하겠지만 정광의 품위 

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최대입도를 34μm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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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ystem components: 

.-fl야d materiaJ. b-‘야d screw. c-c1assifier 

d-coane materiaJ. e-fine materiaJ. f-air 

뻐"OIIIe， g-now meter for c1assi암ing air. 

h-smaJl filter. j-fan, k-variable speed gear 

for c1assificr mve. 1-야Jeedmeter for c1asifying 

wheel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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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없ifying head schematic: 

.-mve sh뻐. b-feed screw. c-c1assi앙ing 

wheel. d-clas찌fying air. e-∞ane materiaJ 

f-fine materi피. 

Fig. 6. Air classifier. 



가. 분급실험 결과 

다음 Table 35은 대명 WB급 시료를 임팩트 밀 회전수를 5，000rpm으로 

분쇄한 산물에 대한 분급실험 결과이다. 분쇄산물은 - 325mesh 산물이 약 

62wt.% 정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물을 18μm을 기준 

으로 분급하면 정광의 생산율은 31.4wt.%이었고， 정광-1의 알루미나 품위 

는 38.8% , 산화철 품위는 0.8%로서 34% 정도 제거되었으며， 이산화티탄의 

품위는 0.11%로 제거율은 31.3%이었다. 특히 모암으로부터 혼입되어 건조 

강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화칼숨의 품위는 0.8%로서 78% 정도의 제거율 

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광-1 ， 정광-2， 정광-3을 최종 정광으로 산출하는 

경우의 최종정광의 생산율은 63.9wt.%, 품위는 44.3% Si02, 38.2% Alz03, 

0.9% Fe20 3, 1.1% CaO, 0.1%Ti02이었다. 

Table 36은 대명 WB급 시료를 임팩트 밀 회전수 7，000rpm으로 분쇄한 

산물에 대한 분급실험 결과이다. 이때 - 325mesh 산물은 68wt.% 이었다. 

정광-1의 생산율은 35.7wt.% 이었으며， 각 화학성분 별 품위를 보면， 

44.6% Si02, 37.3% Alz03, 0.86% Fez03, 0.83% CaO, 0.11% Ti02, 최종정광 

의 생산율은 70.1wt.%, 품위는 44.6% Si02, 37.4% Alz03, 1.0% Fez03, 1.2% 

CaO, 0.1%Ti02인 반면， 광미는 3l.5wt.% 이었으며， 품위는 46.8% Si02, 

30.7% Ab03, l.72% Fe203, 11.91% CaO, 0.33% Ti02로 정 광에 비 하여 고 

령토의 주 성분인 알루미나를 제외한 모든 성분의 품위가 향상되었으며， 특 

히 산화칼슐의 품위는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 불순물 

인 장석류가 분쇄과정에서 굵게 남게되어 분급시 광미(굵은 산물)로 회수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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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은 대명 WB급 시료를 9,OOOrpm 회전수의 임팩트 밀로 분쇄한 

산물에 대한 분급실험 결과이다. 정광-1의 생산율은 39.4wt.%로 7,000rpm 

으로 분쇄한 시료의 정광보다 생산율이 다소 증가되었으나 오히려 실리카 

의 품위는 낮아지고 알루미나의 품위는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쇄율 

이 증가하면서 장석류의 불순광물이 미립화 되어 정광- 1로 회수되었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광-1의 산화칼슐 품위는 0.99%로 다소 증가되 

었다. 특이한 결과는 미분쇄율이 증가할수록 산화티탄의 품위는 낮아져 

0.09%까지 감소되었다. 그리고 최종정광의 생산율은 73.4wt.%, 품위는 각각 

44.4% Si02, 37.8% Ab03, l.0% F~03， l.2% CaO, 0.1% Ti02이 었으며， 광 

미의 생산율은 26.6wt.%, 품위는 각각 48.1% Si02, 29.0% Ab03, l.7% 

Fe203, 14.3% CaO, 0.37% Ti02 임 을 알 수 있 었 다. 

다음 Fig. 7 - Fig. 10은 각 산물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과이다. 정광 

- 1은 원광에서 미미하게 나타났던 고령토 봉우리가 현저하게 증가되었으며 

장석류의 봉우리는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광-2와 정광 

-3에 서 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광미 에 서 는 Anorthite. Albite같은 장석 류와 

석영， Tremolite 그리고 Montmorillonite 등 불순광물 만이 검출됨을 볼 때 

상당량의 불순광물로 농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화학분석 결과， 정광의 산화티탄 품위는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나 

타났으나 x-선 회절 분석에서는 산화티탄의 근원광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광 및 광미에 대한 현미경 감정 결과를 다음 Photo 1 및 Photo 2 

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x-선 회절 분석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던 산화철과 

산화티 탄의 근원광물로서 티 탄철석 (티 탄鐵石， Ilmenite, FeTi03) , 자류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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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磁統鐵石， Pyrrhotite, Fel xS) , 및 금홍석(金紅石， Rutile, Ti02) 등이 검출 

되었다. 

이상 대명 WB급 시료에 대한 분쇄， 분급실험 결과， 분쇄율과 분급점이 

정광의 품위와 생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분쇄율 및 분급점은 정광의 용도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Table 35.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Dae- myoung WB- Grade - 1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02 Alz03 Fez0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Conc. - 1 31.35 44.02 38.82 0.75 0.80 0.26 0.72 0.51 0.11 15.64 

Conc. - 2 15.08 44.58 37.85 1.02 1.03 0.29 0.67 0.54 0.12 13.63 I 

Conc.-3 17.46 44.60 37.26 1.13 1.65 0.36 0.68 0.62 0.13 13.41 I 

Tailing 36.1 1 46.17 32.76 1.53 8.07 0.37 0.42 1.38 0.23 

R.O.M 100.00 44.98 36.21 1.14 3.61 0.32 0.60 0.85 0.16 12.42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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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Dae- myoung WB- Grade - 2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02 Alz0 3 Fez0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Conc.-1 36.09 44.58 37.31 0.86 0.83 0.23 0.62 0.66 0.11 13.86 

Conc.-2 17.18 44.63 37.87 0.99 1.30 0.31 0.69 0.53 0.12 13.71 

Conc.-3 16.80 44.71 37.29 1.14 1.96 0.36 0.69 0.63 0.13 13.33 

Tailing 29.93 45.82 33.33 1.56 9.21 0.41 0.48 1.39 0.25 9.42 

R.O.M 100.00 44 .. 98 36.21 1.14 3.61 0.32 0.60 0.85 0.16 12.42 

Table 37.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Dae- myoung WB- Grade - 3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02 Alz03 Fez0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Conc.-1 39.36 44.16 38.34 0.79 0.99 0.24 0.66 0.45 0.09 15.02 I 

Conc.-2 24.78 44.54 37.42 1.11 0.81 0.35 0.70 0.63 0.13 13.54 

Conc.-3 9.28 44.64 36.54 1.30 2.86 0.43 0.64 0.74 0.16 12.90 I 

Tailing 26.58 46.72 31.82 1.64 10.35 0.38 0.41 1.68 0.30 7.37 

R.O.M 100.00 44.98 36.21 1.14 3.61 0.32 0.60 0.85 0.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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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l. Optical Micrograph of Dae- myoung WB- Grade Tailing. 

Photo 2. Optical Micrograph of Dae- myoung WB- Grade Tailing. 

93 



다음은 대명WC급 시료를 대상으로 임팩트 밀 회전수를 5，000rpm으로 분 

쇄한 산물에 대한 분급실험 결과를 Table 38에 나타내었다. 정광- 1의 생산 

율이 20Jwt%로 상당히 낮았으며， 품위 역시 46.4% Si02, 34.4% AbO::l, 

1.79% Fe203, 3.26% CaO로 WB급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 

산화티탄의 품위는 0.13%로 비교적 제거율이 양호한 편이었다. 한편， 최종 

정광의 생산율은 42.6wt%, 품위는 각각 46.9% Si02, 33.0% AbO:=l. 2.0% 

Fe203, 5.4% CaO. 0,1 % Ti02이 었다. 

Table 39은 대 명 WC급 시 료를 대상으로 이피lE 0 
p ,- e. 회 전수를 7,000rpm 

으로 분쇄한 산물에 대한 분급실험 결과이다. 정광-1의 생산율은 22.8wt% 

이 었으며 , 품위 는 46.4% Si02, 34.1% Ab03, 1.9% Fe20::l, 3.5% CaO, 0.13% 

Ti02이었으며， 광미의 품위는 49.9% Si02, 29,1% Ab03, 0,1% Fe20::l, 15.6% 

CaO ‘ 0.2% Ti02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광- 1 ， 2, 3을 모두 최종정광으 

로 회수하더라도 정광의 생산율은 50wt%에 불과하며 그 품위는 각각 

47.0% Si02, 32.9% Ab03, 2.0% Fe203, 5.4% CaO, 0.1% Ti02이 었고 생산 

율 측면에서 다소 저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원광 자체에 불순물의 혼입이 

많고 고령토의 함량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암의 혼입이 많아 정광 

1의 산화칼숨 품위가 3.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광미는 철분 품 

위가 낮은 장석류의 혼입으로 철분 품위는 0.1%로서 상당히 낮았다. 

Table 40은 대명 WC급을 임팩트 밀 9，000rpm으로 분쇄한 산물의 그
 
닙
 

부
 
ι
 

실험 결과이다. 분쇄율에 따라 생산율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 정광→1의 생 

산율이 23.7wt%로 0.84wt% 정도 증가되었으며， 그 외 화학품위는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철분의 품위는 2.0%로 7，000rpm으로 분쇄한 산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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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소 낮아졌으며 산화칼숨의 품위는 3.8%로 다소 증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임팩트 밀 회전수가 증가할수록 분쇄율이 증가되어 불순물인 장석 

류의 미립화로 인하여 장석류가 정광산물로 회수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대명 WC급 시료는 원광 자체에 고령토 성분이 적은 관 

계로 생산율이 비교적 저조하여 정제시 원가 상승 부담이 유발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T able 38.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Dae- myoung WC- Grade - 1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02 Alz03 Fez0 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Conc.-l 20.l4 46.38 34.36 l.79 3.26 0.42 0.88 l.22 0.l3 1l.73 

Conc.-2 13.l9 47.08 32.39 2.21 6.01 0.58 0.83 l.62 0.l4 9.43 

Conc.-3 9.26 47.98 30.79 2.01 8.95 0.62 0.68 2.07 0.15 7.01 

Tailing 57.41 49.55 29.52 0.40 14.37 0.20 0.31 3.03 0.16 2.52 

R.O.M 100.00 48.44 30.99 l.07 10.53 0.33 0.53 2.39 0.l5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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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Ðae- myoung WC- Grade - 2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02 Alz03 Fez03 CaO MgO K20 Na20 Ti02 IgIoss 

Conc.-1 22.84 46.40 34.13 1.90 3.49 0.42 0.87 1.28 0.13 11.53 

Conc.-2 15.46 47.11 32.37 2.16 5.98 0.58 0.83 1.58 0.14 9.46 

Conc.-3 11.65 47.87 31.03 2.03 8.42 0.63 0.7l 1.98 0.17 7.49 

Tailing 50.05 48.98 29.66 1.33 12.31 0.44 0.47 2.70 0.12 4.24 

R.O.M 100.00 48.44 30.99 1.07 10.53 0.33 0.53 2.39 0.15 5.70 

Table 40.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Dae-myoung WC- Grade - 3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Oz Alz03 Fez03 CaO MgO KzO NazO TiOz Igloss 

Conc.-1 16.54 46.48 34.03 2.04 3.84 0.43 0.87 1.32 0.13 11.05 

Conc.-'2 12.27 47.43 32.23 2.20 6.54 0.58 0.81 1.66 0.14 8.55 

Conc.-3 6.87 48.03 30.77 1.96 9.02 0.60 0.68 2.09 0.15 6.92 

Tailing 48.34 49.잃 29.16 0.01 15.48 0.13 0.23 3.22 0.16 1.85 

R.O.M 100.00 48.44 30.99 1.07 1.053 0.33 0.53 2.39 0.15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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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내 생산량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대명 도색 고령토의 분급실험 

에 대한 결과이다. 도색 고령토는 백색에 비하여 실리카와 산화칼숨 품위는 

낮고 알루미나와 철분 품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원광의 화학분석 결과에 

서 알 수 있었다. 

Table 41은 대명 PB급 고령토를 5，OOOrpm으로 분쇄한 산물의 분급실험 

결과이다. 그러나 원광에 비하여 정광의 실리카와 알루미나 품위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조암 광물의 대부분이 실리카와 알루미나 성 

분을 동시에 함유하는 관계로 품위변화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철분의 품위는 정광-1과 광미가 가장 높은 수치 

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정광에는 백운모 일라이트 둥 운모류 광물에 혼 

입 된 철분으로 판단되고 광미는 이러한 광물 외에도 녹염석 등에 의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자기용으로 사용할 때 건조강도， 내화물로 사용할 

때에는 내화도를 저하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치는 산화칼숨은 0.27%로 55% 

정도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광의 생산율 향상을 위하여 정광 1, 

2, 3을 최종 정광으로 회수하게 되면 정광의 생산율은 68.5wt.%이고， 품위 

는 44.0% Si02, 38.0% Alz03, 1.9% Fez03, 0.3% CaO, 0.2% Ti02 이었으며， 

31.5wt.%의 광미 품위 는 43.1% Si02, 36.8% Ab03, 2.0% Fez03, 1.5% CaO, 

0.5% Ti02 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 Table 42은 7，OOürpm으로 분쇄한 산물에 대한 분급실험 결과로서， 

5，000rpm으로 분쇄하여 분급한 시료와 커다란 차이는 없었으나 최종 정광 

의 생산율이 72.5wt.%로 4wt.% 정도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쇄율이 향상되어 미립자의 생성율이 증가되어 통일한 분급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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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산율이 향상된 것이다. 이때 최종 정광의 품위는 44.1 % Si02, 38.0% 

Ab03, 1.9% Fe203, 0.3% CaO, 0.1% Ti02 이었으며， 27.5wt.%의 광미 품위 

는 42.8% Si02, 36.4% Ab03, 2.1% F~03， 1.7% CaO, 0.5% Ti02 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임팩트 밀 회전수를 9，000rpm으로 조절하여 분쇄한 산물에 대한 분 

급실험 결과를 다음 Table 43에 기재하였다. 분쇄율이 증가하면서 정광 생 

산율도 다소 증가되었다. 정광 1의 생산율은 35.8wt.%이고， 품위는 44.3% 

Si02, 35.9% Ab03, 3.5% Fe203, 0.6% CaO, 0.2% Ti02 이었으며， 정광 1, 

2, 3을 합한 최종정광은 74.5wt.%이고 품위는 44.1% Si02, 37.8% Alz03, 

1.9% Fe203, 0.3% CaO, 0.1% Ti02 이 었으며 , 27.5wt.%의 광미 품위 는 

42.6% Si02, 37.0% Ab03, 2.1% Fe203, 1.8% CaO, 0.5% Ti02 임 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실험결과， 분쇄율과 정광의 생산율 그리고 품위는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화학분석으로 정광의 품위를 확인하고 각 산물의 조암광물 

을 확인하기 위하여 7，000rpm으로 분쇄하여 분급한 각 산물(정광 1, 2, 3과 

광미)에 대하여 x-선 회절분석 결과를 다음 Fig. 11 - Fig. 14에 나타내었 

다. Fig. 11의 정광-1의 x-선 회절분석 결과 고령토의 봉우리가 주로 나타 

났으며 그외 백운모， 일라이트， 몬모릴로나이트 등의 봉우리가 검출되었으 

며， 불순물인 Albite 봉우리가 미미하게나마 나타났다. Fig. 12의 정광 2에 

서는 정광-1과 거의 유사하였으나 몬모릴로나이트 봉우리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Fig. 13의 정광-3에서는 몬모리로나이트 봉우리가 더욱 뚜렷하 

여 졌으며， 특히 정광-1 ， 2와는 달리 Anorthite 봉우리가 뚜렷하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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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장석류가 비교적 미분쇄가 쉽게 이루어지지만 고 

령토보다는 굵은 상태로 남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다음 Fig.14는 광미에 대 

하 x-선 회절분석 결과이다. 광미에는 고령토 등 점토광물의 봉우리는 거 

의 소멸되었으나 장석류의 봉우리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그 외 석영， 몬 

모릴로나이트， 백운모， Stilbite 그리고 고령토 둥이 미미하게 검출되었다. 

또한 x-선 회 절분석 결과에서는 비교적 많은 량이 함유된 광물이 검출 

되었으므로 그 외 소량 수반되는 광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광미에 대하여 

현미경 관찰을 한 결과， Photo 3 및 Photo 4에 나타낸 것처럼 금홍석과 

티탄철석， 자류철석 등이 확인 되었다 

Table 41.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Dae- myoung PB- Grade - 1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02 Al20 3 Fe20 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Conc.-1 28.72 43.80 37.81 2.04 0.27 0.31 0.67 0.38 0.16 14.71 

Conc. -2 20.42 44.09 37.98 1.81 0.33 0.34 0.61 0.38 0.13 14.41 

Conc. - 3 19.38 44.21 38.14 1.75 0.44 0.38 0.53 0.37 0.12 14.27 

Tailing 31.48 43.05 36.77 2.02 1.48 0.44 0.51 0.60 0.46 15.01 

R.O.M 100.00 43.70 37.58 1.93 0.70 0.37 0.58 0.45 0.24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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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Dae- myoung PB- Grade - 2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Oz Alz0 3 Fez0 3 CaO MgO KzO NazO TiOz Igloss 

Conc.-l 31.62 43.93 37.97 2.03 0.27 0.31 0.66 0.39 0.16 14.36 

Conc.-2 20.27 44.19 38.09 1.77 0.33 0.34 0.60 0.36 0.13 14.26 

Conc.-3 20.62 44.14 38.02 1.73 0.43 0.38 0.52 0.37 0.1 2 14.46 

Tailing 27.49 42.75 36.42 2.09 1.68 0.45 0.53 0.63 0.50 15.45 

R.O.M 100.00 43.70 37.58 1.93 0.70 0.37 0.58 0.45 0.24 14.66 

Table 43.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Dae- myoung PB- Grade - 3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Oz Alz03 Fe:z0 3 CaO MgO KzO NazO TiOz Igloss 

Conc.-l 35.75 44.00 37.77 2.02 0.27 0.31 0.65 0.40 0.16 14.25 

Conc.-2 17.40 44.23 37.89 1.75 0.33 0.34 0.57 0.37 0.13 14.12 

Conc.-3 21.39 44.04 44.04 37.70 1.72 0.44 0.39 0.51 0.35 0.11 

Tailing 25.46 42.62 36.99 2.11 1.78 0.46 0.55 0.65 0.53 16.09 

R.O.M 100.00 43.70 37.58 1.93 0.70 0.37 0.58 0.45 0.24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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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Optical Micrograph of Dae- myoung PB- Grade Tailing. 

Photo 4. Optical Micrograph of Dae- myoung PB- Grade Ta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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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은 대명 PC급을 임팩트 밀 5，000rpm으로 분쇄한 산물에 대한 

분급실험 결과이다. 정광 1의 생산율은 31wt.%이었고， 품위는 43.2% Si02, 

36.7% AbO:1, 3.5% Fe203, 0.5% CaO, 0.2% Ti02 이 었으며 , 정 광- 1 ， 2, 3을 

합한 최종정광은 71.0wt.%이고 품위는 43.8% Si02, 36.6% AbO :1, 3.2% 

Fe:zO:1. 0.6% CaO, 0.2% Ti02 이 었으며 , 29wt.%의 광미 품위 는 44.8% 

SiO:z. 34.6% AlzO:i, 3.3% Fe203, 2.4% CaO, 0.6% Ti02 임 을 알 수 있 었 다. 

물론 광산에서 육안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화학성분에 따 

른 정확한 분류는 곤란하겠으나 실험결과에 의하면 PB급과 거의 차이가 

없는 정광의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Table 45은 7 ，000rpm으로 분쇄한 산물에 대한 분급실험 결과로서 

정광의 생산율이 다소 증가되었으나 품위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즉， 

최종 정광의 생산율은 73.6wt.%이고 품위는 43.8% SiOz. 36.7% Alz03‘ 

3.2% Fe:zü:" 0.6% CaO, 0.2% Ti02 이었으며. 26.4wt.%의 광미 품위는 

44.8% Si02. 34.3% AlzO :1. 3.3% Fe20:1, 2.6% CaO, 0.6% Ti02 임 을 알 수 

있었다. 

다음 Table 46은 9.000rpm으로 분쇄한 시료의 분급실험 결과로서 

7，000rpm으로 분쇄한 시료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팩트 밀의 회전수를 9，000rpm으로 증가 시켜도 분쇄율이 크게 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율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회전수를 보 

다 증가시켜서 분쇄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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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Dae- myoung PC- Grade - 1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Kρ I Na2 Si02 Ab03 F~03 CaO MgO Ti02 Igloss 

Conc.-l 30.97 43.22 0.51 0.44 0.24 I 14.86 

Conc.-2 ! 17.10 144.04 0.57 0.45 0.50 0.43 0.18 14.40 

Conc.-3 22.90 벼39 0.74 0.51 0.48 0.46 0.18 14.09 I 

Tailing 29.03 44.83 34.58 3.31 2.43 0.53 0.47 0.54 0.55 12.85 

R.O.M 100.00 44.10 36.02 3.21 1.11 0.46 0.49 0.47 0.31 14.02 

Table 45.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Dae-myoung PC-Grade - 2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02 Ab03 Fe20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Conc.-l 27.99 43.31 36.79 3.44 0.45 0.37 0.51 0.43 0.23 14.69 

Conc.-2 20.44 44.10 36.71 2.96 0.58 0.47 0.50 0.45 0.18 14.31 

Conc.-3 25.16 44.41 36.39 2.96 0.77 0.53 0.49 0.43 0.18 14.06 

Tailing 26.41 44.82 34.26 3.32 2.59 0.52 0.46 0.55 0.62 12.96 

R.O.M 100.00 44.10 36.02 3.21 1.11 0.46 0.49 0.47 0.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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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Dae- myoung PC- Grade - 3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02 A1203 Fe20 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Conc.-1 33.58 43.38 36.84 3.39 0.46 0.38 0.51 0.42 0.23 14.64 

Conc.-2 18.42 44.12 36.74 2.96 0.58 0.46 0.50 0.44 0.18 14.22 

Conc.-3 22.02 44.45 36.41 2.97 0.76 0.54 0.49 0.43 0.18 13.97 

Tailing 25.98 44.73 34.11 3.35 2.62 0.49 0.46 0.58 0.62 13.11 

R.O.M 10ü.00 44.10 0.49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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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Table 47은 하동 WB급 시료를 임팩트 밀 5，000rpm으로 분쇄후 분 

급한 결과이다. 정광→1의 생산율은 30.5wt.%이고， 품위는 44.3% SiOz, 

37.0% Ab03, 0.7% Fe203, 1.1% CaO, 0.1% Ti02 이었다. 그리고 정광-1 ， 2, 

3을 합한 최종 정광의 생산율은 68.0wt.%이었으며， 품위는 44.7% Si02, 

36.0% Ab03, 0.8% Fe203, 1.7% CaO, 0.2% Ti02이었으며， 광미의 생산율은 

32.0wt.%, 품위 는 47.5% Si02, 32.7% Ab03, 1.6% Fe203, 12.0% CaO, 0.5% 

Ti02 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 Table 48의 7，000rpm으로 분쇄한 산물의 분급실험 결과이다. 정광 

1의 생산율은 39.6wt.% 이었고， 품위는 44.3% Si02, 37.0% Ab03, 0.7% 

Fe203, 1.2% CaO, 0.1% Ti02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종정광의 생산율은 

77.0wt.%, 품위는 44.6% Si02, 36.1% Ab03, 0.8% Fez03, 1.8% CaO, 0.1% 

Ti02이었다. 

Table 49는 9，OOOrpm으로 분쇄한 산물에 대한 분급실험 결과로서 최종정 

광의 생 산율은 79.4wt.%, 품위 는 44.5% Si02, 36.3% Ab03, 0.8% Fez03, 

1.8% CaO, 0.1% Ti02임을 알 수 있었다. 

분급한 각 산물(정광-1. 2. 3과 광미)에 대하여 X 선 회절분석 결과를 다 

음 Fig. 15 - Fig. 18에 나타내었다. Fig. 15의 정광 1의 x-선 회절분석 결 

과 고령토의 봉우리가 주로 나타났으며 그외 백운모， 일라이트， 몬모릴로나 

이트 등의 봉우리가 검출되었다. Fig. 16의 정광-2에서는 정광-1과 거의 유 

사하였으나 몬모릴로나이트 봉우리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Fig. 17의 

정광-3에서는 몬모리로나이트 봉우리가 더욱 뚜렷하여 졌으며， 특히 정광 

-1 , 2와는 달리 Anorthite 봉우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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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장석류가 비교적 미분쇄가 쉽게 이루어지지만 고령토보다는 굵은 상태 

로 남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다음 Fig. 18은 광미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과이다. 광미에는 고령토 등 점토광물의 봉우리는 거의 소멸되었으나 장 

석류의 봉우리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그 외 석영， 몬모릴로나이트， 백운 

모， 그리고 고령토 등이 미미하게 검출되었다. 

한편， Photo 5 및 Photo 6는 광미에 대한 현미경 사진으로 금홍석， 티탄 

철석 및 자류철석 등이 산화철 및 이산화티탄 성분 함유광물로서 검출되었 

다. 

Table 47.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Ha- dong WB- Grade - 1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02 Alz03 Fe20 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Conc.-1 30.51 44.30 36.99 0.31 l.05 0.20 0.40 0.54 0.11 14.69 

Conc.-2 20.02 44.68 36.18 0.84 l.75 0.21 0.45 0.59 0.12 13.26 

Conc. - 3 17.46 45.48 34.17 0.95 2.89 0.27 0.47 0.63 0.13 12.45 

Tailing 32.01 47.46 32.65 l.59 12.04 0.31 0.71 2.70 0.49 6.47 

R.O.M 100.00 45.59 34.94 l.06 5.03 0.25 0.52 l.26 0.24 1l.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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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Ha - dong WB- Grade - 2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02 Ab03 Fe20 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Conc.-1 39.60 44.26 36.98 0.72 1.16 0.21 0.41 0.55 0.12 14.48 

Conc.-2 18.80 44.57 36.16 0.85 1.86 0.23 0.49 0.61 0.13 13.71 

Conc.-3 18.60 45.41 34.15 0.95 3.12 0.28 0.55 0.84 0.15 11.95 

Tailing 23.00 48.87 31.06 1.90 15.84 0.32 0.75 3.37 0.61 3.68 

R.O.M 100.00 45.59 34.94 1.06 5.03 0.25 0.52 1.26 0.24 11.38 

Table 49.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Ha- dong WB- Grade - 3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02 Ab03 Fe20 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Conc.-1 42.36 44.22 36.90 0.73 1.29 0.22 0.42 0.55 0.12 14.42 

Conc.-2 26.78 44.64 36.12 0.86 1.93 0.25 0.51 0.63 0.13 13.54 

Conc.-3 10.28 45.34 34.10 0.96 3.26 0.28 0.54 0.86 0.16 11.90 

Tailing 20.58 49.76 29.81 2.06 17.65 0.29 0.71 3.73 0.66 2.04 

R.O.M 100.00 45.59 34.94 1.06 5.03 0.25 0.52 1.26 0.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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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5. Optical Micrograph of Ha- dong WB- Grade Tailing. 

Photo 6. Optical Micrograph of Ha- dong WB- Grade Ta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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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Table 50은 하동 WC급 시 료를 5，000rpm으로 분쇄 하여 분급한 결 

과이다. 정광 1의 생산율은 29.4w t.%, 품위는 44.5% Si02, 37% Ab03, 

1.9% Fe203, 1.1% CaO, 0.15% Ti02 이 었으며 , 정 광-1 ， 2, 3을 최 종 정 광으 

로 생산한다면 정광의 생산율은 66.1 w t.%, 품위는 44.9% Si02, 35.9% 

Ab03, 2.3% Fe203, 1.9% CaO, 0.2% Ti02이 고， 광미 의 생 산율은 33.9wt.%, 

품위는 49.0% Si02, 28.5% Ab03, 2.2% Fe203, 10.5% CaO, 0.7% Ti02 임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철분과 산화칼숨 이산화티탄 등의 품위는 굵은 산 

물에 높게 나타나 불순물 제거 효과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정광 

1 산물의 철분 제거율은 14%, 산화칼숨 제거율은 77%, 산화티탄 제거율 

은 56% 이었다. 

Table 51은 하동 WC급 시료를 7，000rpm으로 분쇄하여 분급한 결과이다. 

정광-1의 생산율은 36.3wt.%로 5，00ürpm으로 분쇄한 시료에 비하여 

6.9wt.%가 증가되었다. 품위는 44.5% Si02, 36.9% Ab03, 1.9% Fe203, 1.2% 

CaO, 0.16% Ti02로 품위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정광-1 ， 2, 3을 최종 

정광으로 생산한다면 정광의 생산율은 75.9wt.%, 품위는 44.9% Si02, 

35.8% Ab03, 2.3% Fe203, 2.0% CaO, 0.2% Ti02 이고， 광미의 생산율은 

24.1wt.%, 품위는 50.6% Si02, 25.7% Ab03, 2.0% Fe203, 13.6% CaO, 0.8% 

Ti02 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 Table 52는 하동 WC급 시료를 9，OOürpm으로 분쇄하여 분급한 결 

과이다. 정광 1의 생산율은 38.9wt.%로 7，00ürpm으로 분쇄한 시료에 비하 

여 약간 증가되었으나 커다란 차이는 없었다. 품위는 44.5% Si02, 36.8% 

Ab03, 1.95% Fe203, 1.3% CaO, 0.16% Ti02로 품위 는 거 의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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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광 1, 2, 3을 최종 정광으로 생산한다면 정광의 생산율은 79.5w t.%, 

품위 는 44.9% SiOz, 35.9% Ab03, 2.3% FeZ03, 2.0% CaO, 0.2% TiOz이 고， 

광미의 생산율은 20.5wt.%, 품위는 51.6% SiOz, 23.8% Ab03, 2.0% Fez03, 

15.6% CaO, 1.0% Ti02 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50.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Ha- dong WC- Grade - 1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02 Al20 3 Fe20 3 CaO MgO K20 Na20 Ti02 19loss 

Conc.-l 29.37 44.46 36.95 l.92 1.11 0.33 0.48 0.61 0.15 14.13 

Conc.-2 19.23 44.89 36.07 2.22 l.82 0.52 0.49 0.68 0.16 13.41 

Conc.-3 17.48 45.69 34.02 2.85 3.23 0.82 0.49 0.88 0.21 12.01 

Tailing 33.92 49.01 28.46 2.16 10.46 0.69 0.43 2.08 0.67 6.26 

R.O.M 100.00 46.30 33.39 2.22 4.79 0.57 0.3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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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Ha- dong WC- Grade - 2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Oz Alz03 Fez0 3 CaO MgO KzO NazO TiOz Igloss 

Conc.-1 36.27 44.48 36.92 1.94 1.21 0.35 0.48 0.62 0.16 14.01 

Conc. - 2 20.68 44.87 35.85 2.36 1.99 0.53 0.49 0.69 0.18 13.24 

Conc.-3 1 18.98 45.86 33.78 2.91 3.55 0.85 0.50 0.90 0.24 11.65 

Tailing 24.07 50.62 25.66 1.97 13.56 0.73 0.41 2.62 0.81 3.82 

R.O.M 100.00 46.30 33.39 2.22 4.79 0.57 0.47 1.17 0.34 10.59 

Table 52.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Ha- dong WC- Grade - 3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Oz Alz0 3 Fez0 3 CaO MgO KzO NazO TiOz Igloss 

Conc. - 1 38.92 44.48 36.80 1.95 1.26 0.36 0.48 0.61 0.16 14.06 

Conc.- 2 21.85 44.95 35.84 2.32 2.05 0.54 0.49 0.69 0.18 13.19 

Conc.-3 18.69 45.81 33.94 2.88 3.48 0.83 0.50 0.89 0.23 11.73 

Tailing 20.54 51.64 23.83 2.03 15.58 0.76 0.39 2.99 0.96 1.97 

R.O.M 100.00 46.30 33.39 2.22 4.79 0.57 0.4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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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Table 53은 하동 PB급 시료를 임팩트 밀 5，000rpm으로 분쇄후 분 

급한 결과이다. 백색 시료와는 달리 고령토 성분의 함량이 높아 정광 생산 

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정광-1의 생산율은 47.9wt.%이고， 

품위는 44.3% SiOz, 35.9% Alz03, 3.5% Fez03, 0.6% CaO, 0.2% TiOz로서 

탈철율은 20%, 산화칼슐 제거율은 48%, 이산화티탄 제거율은 52%로서 불 

순물 제거율도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정광-1 ， 2, 3을 합한 최 

종 정광의 생산율은 76.6wt.%이었으며， 품위는 44.6% SiOz, 35.2% Alz03, 

3.9% Fez03, 0.8% CaO, 0.2% TiOz이었으며， 광미의 생산율은 23.4w t.%, 품 

위는 47.2% SiOz, 29.3% Alz03, 6.1% Fez03, 2.7% CaO, 1.1% TiOz 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 Table 54의 7，000rpm으로 분쇄한 산물의 분급실험 결과는 5，00야pm 

으로 분쇄한 시료를 분급한 산물보다 정광의 생산율은 증가되었으며， 품위 

역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광-1의 생산율은 53.1wt.% 이었고， 

품위는 44.4% SiOz, 36.1% Alz03, 3.5% Fez03, 0.6% CaO, 0.2% TiOz로서 

탈철율은 22%, 산화칼슐 제거율 50%, 이산화티탄 제거율 55%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종정광의 생산율은 81.7wt.%, 품위는 44.6% Si02, 35.5% 

Alz03, 3.8% Fez03, 0.7% CaO, 0.2% TiOz이 었다. 

Table 55는 9，OOOrpm으로 분쇄한 산물에 대한 분급실험 결과로서 최종정 

광의 생산율은 83wt.%, 품위는 44.3% SiOz, 35.1% Alz03, 3.9% Fez03, 

0.8% CaO, 0.2% TiOz로서 탈철율은 11%, 산화칼슐 제 거 율 34%, 이 산화티 

탄 제거율 48%임을 알 수 있었다. 

분급한 각 산물(정광-1 ， 2, 3과 광미)에 대하여 x-선 회절분석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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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Fig. 19-Fig. 22에 나타내었다. Fig. 19의 정광-1의 x-선 회절분석 

결과 고령토의 봉우리가 주로 나타났으며 그외 백운모， 일라이트， 몬모렬로 

나이트 등의 봉우리가 검출되었다.x 선 회절분석 결과는 하동 WB의 경 

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Photo 7 및 Photo 8은 광미에 대한 현미경 사 

진으로 금홍석， 티탄철석 및 자류철석 등이 산화철 및 이산화티탄성분 함유 

광물로서 검출되었다 .. 

Table 53.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Ha-dong PB-Grade - 1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Oz Alz03 Fez03 CaO MgO KzO NazO TiOz Igloss 

Conc.-l 47.90 44.33 35.89 3.53 0.63 0.50 0.60 0.39 0.20 14.08 

Conc.-2 15.57 44.70 34.85 4.17 0.83 0.77 0.46 0.42 0.21 13.65 

Conc.-3 13.16 45.25 33.17 5.11 l.23 l.21 0.38 0.44 0.27 13.12 

Tailing 23.37 47.21 29.26 6.11 2.70 l.66 0.49 0.79 1.11 10.96 

R.O.M 100.00 45.18 33.82 4.44 l.22 0.91 0.51 0.49 0.4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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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Ha- dong PB- Grade - 2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MgO I K20 Si02 Ab03 Fe20 3 CaO Na20 Ti02 Igloss 

Conc.-1 53.09 44.37 36.07 3.45 0.61 0.47 0.61 0.39 0.19 13.94 

Conc.-2 15.21 44.73 35.13 3.98 0.79 0.71 0.48 0.41 0.20 13.60 

Conc.-3 13.40 45.09 33.55 4.86 1.12 1.09 0.39 0.42 0.25 13.33 

Tailing 18.30 47.95 26.41 7.39 3.41 2.20 0.39 0.89 1.40 10.39 

R.O.M 100.00 45.18 33.82 4.44 1.22 0.91 0.51 0.49 0.42 13.16 

Table 55.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Ha- dong PB- Grade - 3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02 Ab03 Fe20 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Conc.-1 53.22 44.25 35.85 3.48 0.62 0.48 0.61 0.44 I 0.20 14.25 

Conc.-2 15.84 44.79 34.60 4.28 0.89 0.84 0.45 0.47 0.21 13.62 

Conc.-3 13.95 45.48 32.65 5.33 1.41 1.33 0.37 0.50 0.29 12.89 

Tailing 16.99 48.21 27.71 6.88 3.27 1.98 0.42 0.64 1.40 90.딩 

R.O.M 100.00 45.18 33.82 4.44 1.22 0.91 0.51 0.49 0.4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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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XRD pattem of Ha- dong PB- Grade ground at 5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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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XRD pattem of Ha- dong PB- Grade ground at 7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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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XRD pattern of Ha- dong PB- Grade Ta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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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7. Optical Micrograph of Ha- dong PB- Grade Tailing. 

Photo 8. Optical Micrograph of Ha- dong PB- Grade Tailing. 

- 121 -



이어서 하동 PC급 시료를 임팩트 밀 5，000rpm으로 분쇄한 산물에 대한 

분급실험 결과를 Table 56에 기재하였다. PB급에 비하여 정광 생산율이 현 

저하게 감소되어 정광 1의 생산율은 26wt.%에 불과하였으며， 정광 1, 2, 3 

을 모두 최종정광으로 생산하여도 60.5wt.%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39.5wt.%의 광미 실리카 품위가 48.4% Si02임을 볼 때 석영의 혼입으로 인 

하여 원광의 품위가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최종정광의 품위는 44.4% 

Si02, 37.5% Alz03, l.7% Fe203, 0.6% CaO, 0.2% Ti02이 었 으며 , 광미 의 품 

위 논 48.4% Si02, 3l.9% Alz03. 2.2% Fe203, 2.3% CaO. 0.5% Ti02이 었 다 

Table 57의 7.000rpm으로 분쇄한 산물의 분급실험 결과， 분쇄율이 증가 

하여 최종정광의 생산율은 67.2wt.%로 향상되었으나 대체적으로 불순물의 

미립화에 의한 정광으로의 혼입으로 품위는 약간 저하되어 정광의 품위는 

44.6% Si02, 37.4% AlzO;J, l.8% Fe20;J, 0.7% CaO‘ 0.2% Ti02이 었고， 탈철 

율 7%, 산화칼숨 제거율 49% , 이산화티탄 제거율은 39% 이었다. 

Table 58의 9，000rpm으로 분쇄한 산물의 분급실험 결과 정광의 생산율은 

68.9wt.% , 품위 는 44.5% Si02, 37.4% A1203, 1.8% Fe203, 0.7% CaO, 0.2% 

Ti02이었고， 탈철율 7%, 산화칼숨 제거율 49% , 이산화티탄 제거율은 36% 

로 7，000rpm으로 분쇄한 시료에 비하여 생산율 변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었 

다. 따라서 9,000rpm 이상으로 미분쇄를 한다면 석영， 장석등 불순물의 미 

립화가 더욱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미분쇄율을 더 이상 향상시키 

는데는 불순물 혼입으로 인한 품위향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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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6.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Ha- dong PC- Grade - 1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02 Alz0 3 Fe20 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Conc.-1 25.98 43.98 37.71 1.76 0.55 0.23 0.52 0.55 0.17 14.72 

Conc.-2 19.49 44.49 37.66 1.65 0.60 0.26 0.52 0.55 0.16 14.27 

Conc.-3 15.04 45.07 37.10 1.75 0.73 0.30 0.53 0.59 0.16 13.95 

Tailing 39.49 48.41 31.89 2.18 2.33 0.34 0.65 0.91 0.46 12.66 

R.O.M 100.00 46.00 35.31 1.90 1.29 0.29 0.57 0.70 0.28 13.70 

Table 57.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Ha- dong PC- Grade - 2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02 A120 3 Fez0 3 CaO MgO KzO Na20 TiOz Igloss 

Conc.-1 26.01 1.76 0.56 0.23 0.52 0.53 0.17 14.45 

Conc.-2 21.51 44.65 37.61 1.63 0.61 0.26 0.52 0.54 0.16 14.11 

Conc.-3 19.71 45.29 36.73 1.94 0.84 0.34 0.54 0.58 0.19 13.73 

Tailing 32.77 48.83 30.96 2.17 2.58 0.33 0.65 1.01 0.51 12.82 

R.O.M 100.00 46.00 35.31 1.90 1.29 0.29 0.57 0.70 0.28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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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8.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Ha- dong PC- Grade - 3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02 Ab03 Fe20 3 CaO MgO K20 Na20 Ti02 IgIoss 

Conc.-1 29.01 44.00 37.63 l.75 0.57 0.23 0.52 0.53 0.18 14.72 

Conc.-2 2l.89 44.65 37.50 l.66 0.64 0.27 0.53 0.54 0.17 14.23 

Conc.-3 18.00 45.29 36.73 l.94 0.84 0.34 0.54 0.58 0.19 13.73 

TaiIing 31.10 49.23 30.79 2.19 2.69 0.33 0.66 l.03 0.50 12.35 

R.O.M 100.0。 l.90 l.29 0.29 0.57 0.70 0.28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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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분쇄 분급실험 결과 분쇄율이 무한히 증가하여 원광을 미 립 

화 시킨다면 단체분리는 많이 이루어지겠으나 불순광물의 미립화로 인한 

선별효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쇄율 및 분급점은 원광석 

의 품위와 정광의 용도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험결과에 의하면 임팩트 밀 회전수를 7，OOOrpm으로 유지하여 분 

쇄한다면 고령토는 대체로 단체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상 분쇄율을 향상시키면 장석 석영 등 불순물의 미립화로 인한 정광의 

품위향상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급점은 미립으로 갈수록 품위 

향상율은 증가되지만 생산율의 저하되므로 분급점은 상황에 따라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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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리적 특성 검토실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고령토의 품질규격은 화학조성， 소성백색도， 내화도로 

판정되고 있으며， 고령토의 광물조성 또한 중요하며 원료로 사용할 때에는 입도 

분포， 가소수량， 건조강도， 건조수축， 소성특성 등을 시험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을 

충분히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업원료 중 

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로 알려진 가소성 및 소성 백색도를 원광과 정광-1 

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정제 고령토의 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가소성 치는 

원료의 입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원광시료는 정광-1과 같은 입도로 

조절하기 위하여 진동 볼 밀을 사용하여 일정시간 마광하여 18μm 이하로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소성 백색도의 측정은 일반적으로 도자기 소성온도인 

1230 0C 와 1280 0C 에서 120분 동안 소성 후 일본 Minolta사CModel:CR - 200)의 

Colorimeter로 측정 후 Hunter whiteness로 환산하여 소성 백색도 수치를 

구하였다. 그리고 가소성 측정은 독일의 Pfefferkorn이 제안한 방법으로 각 

수분변화에 따른 H얘-11 값을 측정하여 Plotting하여 HoIH1 값이 3.3일 때의 

수분을 가소성 치로 하였다. 다음 Table 59는 대명 WB급 원광시료와 정광 

1의 소성 백색도와 가소성을 기재한 것이다. 원광의 가소성 치는 25.4%이 

었으나 정광은 35.7-32.5%로 증가되었으며 소성백색도는 88.1에서 95.9까지 

향상되었다. 또한 백색 C급 원광 시료의 가소성 치는 24.9% , 소성백색도는 

86.3이었고， 정광의 가소성 치는 29.2-35.1%, 소성 백색도는 91. 1-93.7로 상 

당히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이런 현상은 정제과정을 거쳐 석영， 장석과 그 

리고 산화철， 녹염석 등 소성시 착색 원인이 되는 불순물은 제거되고 미립 

의 고령토만 정광으로 회수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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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9. Physical Properties of Dae- myoung White Kaoline 

Plasticity Calcined 
Sample Remarks 

Value( %) Whiteness 

WB R.O.M 25.40 88.09 

WB Conc.-1 35.70 95.91 ground at 5,OOOrpm 

WB Conc.-2 33.00 95.35 ground at 7,OOOrpm 

WB Conc.-3 32.50 95.26 ground at 9,OOOrpm 

WC R.O.M 24.86 86.31 

WC Conc.-1 35.10 93.70 ground at 5,OOOrpm 

WC Conc.-2 31.70 92.66 ground at 7,OOOrpm 

WC Conc.-3 29.21 91.06 ground at 9,OOO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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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0은 대명 PB의 물성측정 결과이다- 대명 PB 원광의 가소성 및 

소성 백색도는 각각 28.9%와 89.9 이었으며 정광은 분쇄율에 따라 가소성 

은 33.4-35%까지 증가되었으나 소성 백색도는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또한 

도색 C급 원광의 가소성은 28.8%, 소성백색도는 82.8이었으며， 정광의 가소 

성치는 33.2- 35.6%, 소성 백색도는 83.2-83.8이었다. 

Table 60. Physical Properties of Ðae- myoung Pink Kaoline 

Palsticity Calcined 
Sample Remarks 

Value(%) Whiteness 

PB R.O.M 28.96 89.89 

PB Conc.-1 35.00 90.69 ground at 5,OOOrpm 

PB Conc.-2 34.98 90.11 ground at 7,OOOrpm 

PB Conc.-3 33.40 89.34 ground at 9,OOOrpm 

PC R.O.M 28.없 82.78 

PC Conc.-1 35.60 83.75 ground at 5,OOOrpm 

PC Conc.-2 34.38 83.46 ground at 7,OOOrpm 

PC Conc.-3 33.20 83.21 ground at 9,OOO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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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Table 61의 하동 WB급 고령토의 가소성치는 25.9% 정도이었으나 

정광은 이보다 30% 이상 증가된 32.7-34.8%로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소성 

백색도 역시 원광의 89.#에 비하여 정광은 95.6 이상으로 백색도 향상율 역 

시 매우 우수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WC급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정광의 

가소성치는 32.3- 34.5%, 소성 백색도는 93.5-94.2로 증가되었다. 

Table 6l. Physical Properties of Ha- dong White Kaoline 

Ca1cined 

Sample 
Plasticity 

Value(%) 
Whitenes Remarks 

S 

WB R.O.M 25.92 89.34 

WB Conc.-1 34.80 95.90 ground at 5,OOOrpm 

WB Conc.-2 33.39 95.62 ground at 7,OOOrpm 

WB Conc.-3 32.70 95.62 ground at 9,OOOrpm 

WC R.O.M 25.34 88.48 

WC Conc.-1 34.50 94.19 ground at 5,OOOrpm 

WC Conc. - 2 33.20 93.80 ground at 7,OOOrpm 

WC Conc.-3 32.30 93.49 ground at 9,OOO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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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의 하동 PB급 원광의 가소성 치는 31.2% , 정광은 31.8-34%로 

증가되었으나 증가율은 PB급보다는 다소 낮았으며， 백색도 역시 85.2- 87.2 

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특히 PC급 시료를 정제한 정광의 백색 

도는 91 정도로 PB급 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원인은 추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Table 62. Physical Properties of Ha- dong Pink Kaoline 

Plasiticity Calcined 
Sample Remarks 

Value (%) Whiteness 

PB R.O.M 31.20 82.07 

PB Conc.-1 34.00 87.15 ground at 5,000rpm 

PB Conc.-2 31.86 86.78 ground at 7,000rpm 

PB Conc.-3 31.76 85.20 ground at 9,00ûrpm 

PC R.O.M 30.57 80.38 

PC Conc.-1 34.98 91.14 ground at 5,000rpm 

PC Conc.-2 34.80 91.01 ground at 7,000rpm 

PC Conc.-3 34.00 90.99 ground at 9,0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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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고령토를 이용한 칼라골재 제조 

제 1절 이론적 고찰 

국내에는 고령토 등 점토질 광물의 매장량은 풍부하나 용도가 단순요업 

둥에 한정되어 관련업계의 대외 경쟁력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의 점토 

광 중에는 양질의 황토 등의 매장량이 풍부하므로 요엽은 물론 건축자재용 

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저급 고령토 및 점토를 활용한 인공칼라골재 제 

조 등의 활용기술의 확립 등으로 점토광물의 확대 이용방안 수립이 요구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저급 고령토와 점토를 활용한 건축 토목재 

용 인공칼라 골재제조， 요업소지 제조를 위한 가소성 증진 등의 기술을 개 

발 하므로써 부존 광물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광물의 용융 

특성을 유추하기 위하여 광석 중 염기성 및 산성물질의 비 RS , Silica의 함 

량비 SP, 염기성 및 산성물질의 비에 시료중 Na20 비율을 곱한 RF 값을 

사용한다. RS 는 염기성 및 산성물질의 비를 나타낸 것으로 다음식으로 표 

시되어진다. 

염기성 Fe203 + CaO+ MgO+ Na20+ K 20 
RS= 욕÷느요 = 

산성 Si02 + Al20 3 + Ti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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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값이 1을 향하여 증가할 때 회의 점도(viscosity)는 감소하며 값이 0.4 

-0.7인 경우에 회의 slagging 성이 강해져서 융점이 낮아지게 된다. 

전체광석에 대한 Silica의 비율을 나타낸 SP 값은 

SiO? 
SP=Silic，양1 함량비 ---L. Si02 + Al203 + Ti02 

로 나타내며 ， SP값이 높으면 회용융점이 높아져 slagging 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염기성 및 산성물질의 비를 나타낸 RF 값은 다음 식과 같이 RS 값에 

Na20 % 값을 곱해준 형태로 나타내며， RF 값이 0.2 이하이면 low fouling , 

0.2-0.5이면 medium fouling , 0.5- 1.0이면 high fouling , 1.0 이상이면 매 

우 심 각한 fouling을 나타낸다. 

- 염기성성닙 
RF= 사셔서공 x Na씨(%) 

'L!. OO l.!..-

칼라골재 에 대 한 색 비 교에 는 CIE표색 계 [CIE (standard) colorimetric 

system]를 이용한다. 국제조명위원회 (Comision Intemationale de 

l'Eclairage)가 정한 3색표색계로 시각 2。 시야 가법혼색시험(加法混色試驗) 

에 의거하여 CIE 1931 표색계 (XYZ표색계)와 10。 시야 시험에 의거하여 

CIE 1964 표색계 (XlOYlOZ10표색계)가 있다. 임의의 색은 표준관측자와 같 

은 색감각(色感覺)을 나타내는 원자격(原刺激， 原色)의 혼합량 X, Y, Z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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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XlO, YlO, ZlO으로 나타내고， 이것을 3자격값이라 부른다. XI0YI0Z lO 

표색계에서는 값에 첨자 10을 붙여서 표시하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XYZ 

표시색만으 기술한다. 광원색(光原色)의 3자극값 X, Y, Z는 

I 혔 =K J p(，n[ 했l 값 

P( À)는 시료 빛의 분광분포， X( À), y( À), z( À )는 표준관측자에 대해 정의 

되어 있는 등색함수(cllor matching function, 스펙트럼 3자극값이라고도 한 

다)로 XYZ표색계에서 y( À )는 표준비시감도 V( À)에 일치시키고 있다. 등 

색함수는 파동의 함수로 일정한 에너지의 파장 A 의 단색광의 3자극값에 

해당된다.K는 Y값이 측광량(測光量)과 일치하도록 정한 정수로 P( À)가 

W/nm등의 절대값으로 나타낼 때는 6831m/W를 이용하면 Y는 광속등의 절 

대값으로 된다. 물체 색의 경우는 P( À )의 대신에 조명광의 분광분포 Ps 

(,1 )와 시료물체의 분광반사(투과)율 p ( À )와의 곱하여 K에는 100/ 벗 Ps 

( À )y( À )d À 를 이용하여 Y값을 시감반사(투과)율에 일치시킨다. 통상은 3 

자극값 X , Y , Z 대신에 색도좌표 X, Y와 3자극값 Y로 대표한다. 칼라의 표 

시 는 몇 가지 방법 이 있으나 일 반적 으로 Photometric colorlmeter로 직 접 읽 

을 수 있도록 개발된 Hunter Lab Color Space를 사용하는데 이 color 

space 에서의 values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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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00ý한E 
a= 17SÝ(때102Xn)/( Y/ Yη). [(X/X- η)-(Y/Yn)] 
b= 70y (O.00847Zn )/( Y/ Yη) . [( Y/ Y n ) - (Z/ Zη)] 

여기서 X，Y，Z은 완전확산반사면의 삼자극치이고 표준조명 C 에 대해서 위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 1O{Y 
a= 17 .S(1.02X - Y)/{Y 
b= 7 .O( Y -O.847Z)/{Y 
Color Difference L1E H = V (.::1L) 2 + (.::1a) 2+ (.::1에 2 

제 2 절 시료 및 실험장치 

1. 시료 

국내 저급 고령토 및 점토를 활용 건축 토목재용 인공 칼라 골재를 제조 

하기 위하여 국내 고령토광산에서 채광한 고령토를 - 325mesh 이하로 파쇄 

한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고령토는 Si02 함량이 45% 내외， Ah03 함량이 

33- 36% 정 도의 범 위 에 F~03 함량이 1% 정 도의 고급품에 서 10%정 도의 

저급품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다. Table 63에 실험에 사용한 산청， 대명광 

산， 하동차오링， 하동내화의 고령토에 대한 화학분석결과와 칼라골재의 색 

비교를 위하여 사용한 도석 및 석탄회의 화학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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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골재의 발색제로는 청색 녹색 흑색 초자안료를 사용하였는데 그 성 

분을 알아보기 위하여 XRD 피크를 조사하였다. Fig. 23-2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청색안료의 경우 Gahnite(ZnAb04) 이고 흑색안료의 경우 Iron 

chromium oxide((FeO . 6Cr04)z03) , Manganess Aluminum Oxide 

(Mn2AI04) 로 이루어진 산화물이었다. 녹색 안료는 산화크롬 계통의 크롬 

산화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외에도 노란색 붉은색 갈색 등의 초자 안료가 

소성안료로 사용되어진다. 

소성에 사용한 시료는 고령토에 일정량의 초자안료를 넣고 균일한 분산 

을 위해 볼밀에 넣어 20분간 혼합한 후 드럼형 펠레타이저에서 1-2mm 입 

자로 만든 후 105 0C 에서 1시간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Table 63. Chemical Analysis of Samples. 

Samples SiOz Ab03 Fez03 CaO MgO KzO NazO TiOz Igloss 

Pottery Stone 82.24 12.53 0.04 0.07 0.01 0.06 0.04 0.17 4.65 

SanChung 41.98 26.20 15.76 0.12 0.42 0.21 0.29 1.59 13.52 

DaeMyoung WB 44.98 36.21 1.14 3.61 0.32 0.60 0.85 0.16 12.42 

HaDong P 46.82 34.86 1.92 1.34 0.31 0.64 0.80 0.35 12.94 

HaDong W 46.95 32.97 3.04 5.89 0.69 0.48 1.10 0.41 8.47 

HangDong PB 45.18 33.82 4.44 1.22 0.91 0.52 0.49 0.24 13.60 

Fly Ash 47.13 28.3 3.07 2.94 0.9 1.28 1.09 1.10 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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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XRD Patterns of blue porcelain dye. 

Fig. 24. XRD Patterns of green porcelain d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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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XRD Pattems of black porcelain d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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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장치 

실험장치는 고령토를 펠렐 또는 직경 2mrn 정도의 입자로 만든 후 소성 

시키기 위한 소성장치의 개략도를 Fig. 26에 나타내었다. 시료의 소성 중 

무게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전자식 저울 위에 시료 도가니를 올려 놓 

았다. 측정된 중량은 RS - 232C port를 통하여 data 입출력 장치로 보내지고 

data 처리 및 조절장치로 사용된 Texas Instrument 사의 TI 525 

PLC(Prograammable logic controller)를 통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진다. 로 

는 외부 공기의 유입을 막고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를 내 

열강으로 밀폐하고 내부측면 4면과 천장부분에 발열체를 설치하였고 자재 

도가니를 저울 위에 설치한 알루미나 봉 끝에 부착하고 알루미나봉 내부를 

통하여 연소가스를 주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로체는 상하로 들어올릴 수 있도록 하여 사료의 장입과 회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준비된 시료를 자재도가니의 하부에 다공성 자재판으 

로 격막을 설치한 위에 장입하고 소성 실험을 행하였다. 이때 시료의 소성 

실험에 직접 관련되는 반응 온도를 정확히 조절하기 위하여 자재도가니 중 

앙에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반응 분위기를 유지하기위하여 공기 및 

산소 혼합 가스를 일정량 흘려 보냈다. 온도조절 및 가스의 유량 조절을 위 

한 control software는 Intellution사의 FIX MMI를 사용하였고 가스의 유량 

조절에는 Teledyne 사의 mass control valve를 사용하였다. 

소성칼라골재의 강도는 작은입자의 강도 측정이 곤란하여 직경 lOmrn의 

소성시료를 사용하여 압괴강도(壓壞彈度)를 측정하였다 

압괴강도 측정은 CAS load cell을 설치한 Press를 이용 lOmm 소성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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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다 평균값을 합산하여 각각 파괴될때까지의 강도를 10개를 

Difference Color SP-80 Denshokuλ}의 Tokoyo 은
 

처
。
 

츠
 
「색도 칼라골재의 

[chromaticity 좌표(샤標) 색도(띤양) 측정하여 

구하였다. 

이용하여 

coordinatesJ 를 

Mete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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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Experimental Aparatus diagram of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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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9. Photograph of Sintering Fum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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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결과 및 고찰 

l. 원료별 소결특성 

석탄회의 소결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보령 화력발전소의 석탄회를 독일 

Leitz사의 고온현미경을 통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소성 상태를 관찰하였다. 

Table 64에 각 시료별 온도에 따른 소결 상태를 나타내었고 Fig. 27에 각 

시료별 용융패턴을 나타내었다. 

고령토(산청)은 대부분 980 0C 에서 초기 수축을 나타내고 1608 0C 에서 반구 

형태를 나타내고 1630 0C 에서 용융이 일어났다. 나머지 정제 고령토의 경우 

1220 0C -1280 oC 범위에서 초기 수축이 일어나고 고옹현미경의 측정 한계옹 

도인 1750 0C 이상에서 반용융상태인 반구형태를 이루었다. 반면에 도석의 

경우 1670 0C 에서 소결에 의한 초기 수축을 나타내고 1770 0C 에서 반구형태 

를 나타었고 석탄회는 1200 0C 에서 초기 추축이 일어나 소결이 시작되어 

1320 0C 에서 수축이 완료되고 팽윤이 시작된다. 1530 0C 부근에서 팽윤이 완료 

되어 반구형을 이루고 1590 0C 에서 용융점을 나타내었다. 

고령토 소성체가 골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강도를 보유하여야 

하는데 Table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결반응이 진행되어 일정강도를 갖 

기 위해서는 소결에 의해 10% 정도의 체적감소가 일어나는 1300 0C 이상의 

온도로 소결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Fig. 28에 각 시료별 소성온도에 따 

른 압괴강도를 나타내었다. 소결에 의한 초기 수축이 980 0C 에 일어나는 고 

령토(산청)의 경우 1100 oC, 1200 oC, 1300 0C 일 때 각각 40kg, 80kg, 136kg을 

나타내었으나 대명WB 등 정제 고령토의 경우 초기수축온도 이하에서는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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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강도가 70kg 이하로 낮았다. 도석의 경우 초기수축온도가 1670 0C 로 높아 

1350 0C 로 소성하여도 압괴강도는 35kg으로 아주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석 

탄회는 1200 0C 로 소성한 경우 103kg, 1300 0C 일때는 141kg을 나타내어 고온 

현미경 관찰 결과와 장 일치하는 결과를 었었다. 

Table 64. Fusion Temperature of Kaolines. 

\\\ Pottery San Dae HaDong HaDong HaDong Fly -Myoung 
Stone -Chung WB P W PB Ash 

lnitial 
1670 'C 980'C 1240 'C 1220 'C 1280'C 1260'C 1200 'C 

defonnation 

10% Reduce 1700'C 1180 'C 1300 'C 1240 'C 1340 'C 1360'C 1230'C 

Hemisphere 1770'C 1608'C 1780'C 1740'C 1750 1760'C 1530'C 

Flowage 1630 'C 1590 'C 

Range of l()()'C 650'C 480'C 5()()'C 470'C 500'C 330'C 
softening 

Range of 22'C 60 
f]o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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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토의 소성시 초기 수축온도 범위에서의 압괴강도는 lOkg/개 이하이 

고 골재로 사용 가능한 70kg/개 이상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0% 이 

상의 체적 감소를 나타내는 온도인 1240 0C -1300 oC 이상으로 소성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고령토의 소결반응은 Si02, CaO, Fe203 등 slagging 반 

응에 의해 용융점이 결정된다.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연료비 절감등 경제성 

을 고려할 때 낮은온도에서 소결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고령토를 이용한 칼 

라골재 제조시 석회석 붕사등 융제를 조합하여 소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고령토의 용융 특성을 유추하기 위하여 고령토 중 염기성 및 산성물질의 

비 RS , Silica의 함량비 SP, 염기성 및 산성물질의 비에 시료중 Na20 비율 

을 곱한 RF 값을 사용한다. 

역 기 섯 Fe203 + CaO+ MgO+ Na20+ K20 
RS= 욕단3요 = 

산성 Si02 + Al203 + Ti02 

RS 값이 1을 향하여 증가할 때 회 의 점 도(viscosity)는 감소하며 값이 0.4 

- 0.7인 경우에 회의 slagging 성이 강해져서 융점이 낮아지게 된다 

SiO? 
SP=Silic，앙1함량비 = ι 

SP값이 높으면 회 용융점 이 높아져 slagging 성 이 감소하는 경 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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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기성선닙 
RF= 산성성훈 X Na2α%) 

RF 값이 0.2 이하이면 low fouling , 0.2-0.5이면 medium fouling , 0.5- 1.0 

이면 high fouling , 1.0 이상이면 매우 심각한 fouling 이다. Table 65에 이 

들을 이용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도석의 경우 RS 값이 0.02로 매우 낮아 

Slagging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용융온도가 높고(1670 0C) 고령토(산청) 

의 경우 용융옹도가 낮은(980 0C) 것을 알 수 있다. 철분을 적게 함유한 대 

명WB， 하동내화등 정제 고령토의 경우 RS 값이 낮아 융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5. Fusion Properties od Kaolins. 

\ Pottery San Dae HaDong HaDong HaDong -Myoung Fly Ash Stone -Chung 
WB 

P W PB 

RS 0.02 0.24 0.08 0.06 0.14 0.10 0.12 

SP 0.86 0.6 0.55 0.57 0.58 0.57 0.62 

RF 1xlO 4 0.07 0.07 0.04 0.15 0.04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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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토 소성온도별 발색형태 

고령토(산청)을 조립기에서 물을 첨가하며 입경 2.0/1.0(mm)의 펠렐을 만 

든 후 105 0C 에서 1시간 건조하였다. 건조한 펠렐을 일정온도를 유지한 소성 

로에서 30분간 소성하였다. Photo 10에 소성한 고령토의 사진을 나타내었 

고 Table 66에 고령토(산청)에 착색안료를 첨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성한 

골재의 색도를 색차계 (Color difference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한 측정값을 

표시하였다. 이 값을 chromaticity diagram에 표시하여 Fig. 29에 나타내었 

다. 사진 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소성 온도가 10000C 1l00 oC 1l50 oC 12000C 로 

증가함에 따라 실리카 및 산화철의 변화에 의해 색상도 적색에서 암적색， 

녹흑색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고령토(산청)의 경우 착색제를 첨가하 

지 않은 상태에서 1200 0C 이하에서 소성할 경우 색상이 홍적색으로 미려하 

여 칼라골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령토에 들어있는 철분의 온도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철분 함량 

이 많은 고령토(산청) 시료를 이용 소성온도 변화 실험을 하였다. Fig. 30 

및 Fig. 31에 10000C 및 1200 0C 로 소성한 시료의 XRD Pattem을 나타내었 

다. 두 그림을 비교해보면 1200 0C 에서 소성하였을 때 quartz는 mullite, 

cristoblite 로 변화되 고 hematite 는 maghematite-Q로 변화됨 을 알 수 있 

었다. 이와 같이 고령토에 포함된 산화철이 온도에 따라 변태 과정을 거치 

게 되면서 색상이 변화하게 되므로 철분이 다량 포함된 고령토를 이용 적 

색 칼라골재를 제조할 경우 1200 0C 이하에서 소성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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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0. Artificial color aggregate at various 
sintering temperatures(San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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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6. Chromaticity coordinates of Sintered Kaolin(Sanchung). 

Hunter Color 
Tristimulus 

values 
Specification 

Group 
X Y Z L b L* . b* DE* a a 

1000 'C 12.06 9.54 3.32 37.00 20.17 30.59 -55.39 19.75 27.66 64.98 

1100 'C 11.09 8.92 3.33 35.83 18.38 28.51 -56.56 17.96 25.57 64.61 

1150 'C 8.57 6.92 2.83 31.62 16.60 24.47 -60.77 16.18 21.53 66.47 

1200 'C 4.37 4.18 3.08 24.25 3.73 10.12 -68.14 3.32 7.18 68.59 

lOOO 'C air 10.84 8.48 2.87 34.96 20.28 29.95 -57.43 19.87 27.02 66.50 10 Q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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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Chromaticity diagrams of Sintered Kaolin(San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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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자안료 첨가에 따른 발색형태 

국내산 고령토를 이용 고온염료를 이용 칼라골재를 제조할 수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고령토를 광산별 색상별로 분류한 후 각각 염료를 5%씩 혼합 

하여 직경 2- 3 mm의 펠렛을 제조하고 1300 0C 로 소성하여 발색 형태를 관 

찰하고 첨가한 초자안료 및 현재 도석을 이용 상업생산을 하고 있는 칼라 

골재와 색상을 비교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고령토는 정제하지 않은 고령토 

및 P, W , PB, WB급의 고령토와 석탄회를 사용하였다. 

소성이 완료된 칼라골재를 색차계 (Color difference meter)를 이용 색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을 색상별로 정리하여 Table 67 - Table 69에 나타내었다. 

또한 이 측정 값을 바탕으로 이 측정 값을 Chromaticity diagram에 의 해 색 

도를 표시하였다. Photo 11에 및 Fig. 32-Fig. 34에 각각의 안료에 대한 

소성 칼라골재의 사진과 색도를 나타내었다. 청색안료를 첨가한 칼라골재의 

경우 도석 및 대명WB 등급의 고령토를 모재로 한 칼라골재는 발색상태가 

우수하나 철분 함량이 많은 고령토의 경우 발색상태가 불량하여 암청색으 

로 채색되었다. 녹색안료를 첨가한 골재는 전반적으로 발색상태는 양호하나 

색상의 밝기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흑색안료를 첨가한 경우 도 

석을 포함한 모든 고령토에서 염료에 의한 착색 상태가 불량하고 모재의 

색상이 나타나 색상이 전체적으로 밝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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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7. Chromaticity coordinates of Sintered Kaolin(blue). 

Hunter Color 
Tristimulus 

values 
S pecification 

Group 
X Y Z L b L* . b* DE* a a 

Standard 80.15 81.57 91.90 92.38 0.29 2.97 

Pigment 13.49 12.34 49.06 41.75 9.17 -49.06 50.66 8.72 -52.50 73.47 

SunIl 9.40 9.23 19.91 36.42 2.85 - 20.06 -55.98 2.40 -22.96 60.551 
Pottery 26.22 26.25 53.02 58.27 1.96 - 25.02 -34.12 1.54 27.96 44.14 Stone 

DaeMyoung 19.13 19.82 36.82 51.63 - 1.딩 - 18.95 -40.76 - 1.96 -21.89 46.30 I WB 

HaDong P 14.56 15.50 20.55 46.31 -3.83 -4.18 -46.08 -4.24 7.11 46.811 

HaDong W 14.02 14.81 21 .40 45.37 -3.09 -7.31 -47.02 -3.51 - 10.25 48.251 

HaDong PB 9.87 1.045 11.02 38.63 2.93 3.52 53.76 3.35 0.58 53.86 

Fly Ash 13.70 14.40 15.73 44.80 -2.63 2.72 47.59 -3.05 - 0.20 47.68 

Table 68. Chromaticity coordinates of Sintered Kaolin (green). 

Tristimulus Hunter Color 

values 
Specification 

Group 
X Y Z L b L* . b* DE* a a 

Standard 80.15 81.57 91.90 92.38 0.29 2.97 

Pigment 7.42 8:63 6.51 35.26 -9.48 12.29 -57.14 -9.93 9.39 58.75 

SunIl 8.12 8.81 7.57 35.61 4.55 8.97 56.79 5.01 6.07 57.33 
Potteη7 22.50 24.27 24.27 56.35 -5.79 6.77 3.839 36.77 Stone 

DaeMyoung 17.39 19.20 18.99 50.92 7.54 6.66 41.47 7.96 3.72 42.39 WB 

HaDong P 18.39 20.00 18.96 51.83 -6.21 8.29 -40.56 6.62 5.36 41.44 

HaDong W 13.48 14.64 12.50 45 .13 -5.48 10.83 -47.26 -5.89 7.90 49.27 

HaDong PB 13.05 13.43 10.17 43 .40 0.78 14.13 -48.99 -l.20 1l.20 50.26 

Fly Ash 12.20 12.37 10.31 4l.79 0.46 10.96 -50.60 0.05 8.02 5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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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9. Chromaticity coordinates of Sintered Kaolin (black). 

Hunter Color 
Tristimulus 

values 
Specification 

Group 

L* * b* X Y Z L a b a DE* 

Standard 80.15 81.57 91.90 92.38 0.29 2.97 

Pigment 2.44 2.51 2.92 17.96 - 0.42 0.31 -70.44 0.88 

SunIl 2.90 2.87 3.1 1 19.51 1.53 1.75 - 72.89 1.07 - 1.15 72.9 

Pottery 16.15 16.44 16.18 47.54 0.15 6.49 -44.85 -0.26 3.56 44.99 Stone 

DaeMyoung 9.65 9.78 7.62 37.44 0.46 11.95 -54.95 0.05 9.02 55.68 WB 

HaDong P 9.82 10.25 8.39 38.28 - 1.81 10.79 - 54.1 1 - 2.23 7.86 54.72 

HaDong W 10.58 10.78 8 .18 39.20 0.05 13.07 53.19 0.35 10.14 54.15 

HaDong PB 9.25 9.59 9.64 37.09 1.26 4.81 -55.30 - 1.67 1.88 55.35 

Fly Ash 9.82 9.95 9.49 37.75 0.48 6.40 54.64 0.07 3.46 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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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l. Artificial color aggregate of kaol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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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Chromaticity diagrams of Sintered Kaolin(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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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 론 

국내에 비교적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고령토 등 점토질 광물의 이 

용방안 확대를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요업재료 이외에 건축자재용으로 사 

용하기 위한 인공칼라골재 제조실험을 수행하였다. 국내 고령토 중 산청 

하동의 고령토를 대상으로 칼라골재 제조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소성반응시 quaπz는 알루미나와 반응하여 m버lite ， cristoblite로 변화되고 

철분은 1200 0C 이상에서 hematite에서 maghematite-Q로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2. 철분이 다량 함유된 저급 고령토를 이용 착색안료를 첨가하지 않고 

1200 0C 이하에서 소성하여 적황색 계통의 칼라 골재를 제조할 수 있어 

기존 제품의 대체가 가능하였다. 

3. 정제시 발생하는 광미를 이용하여 파랑， 녹색， 흑색 칼라골재의 제조가 

가능하였으나， 밝은 계통의 칼라골재는 소성과정에서 철분등이 발색되어 

채색에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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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벤토나이트 정제 및 활성화 

기술 개발 기초연구 

제 1 절 벤토나이트 현황 

점토광물 중 벤토나이트는 공업적으로 그 이용도가 가장 높은 점토로， 

천연에 존재하는 벤토나이트는 석영 (quartz) ，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 , 

철분 등의 불순물을 함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는 공업적으로 이용하 

기가 어렵다. 따라서， 화학적 정제에 의해 천연 벤토나이트를 활성화시켜 

활성 벤토나이트를 만들어 줌으로써 공업적 이용범위를 넓혀 줄 수 있다. 

화학적으로 정제되어 얻어진 활성벤토나이트의 주된 사용 예를 들면 다음 

과 같다. 

- 굴착공업(가스 또는 석유)에서 굴착액으로 사용됨. 

- 건축공업에서 건축용지에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게 하는 차수제로 사용됨-

- 주조물 내지는 요업제품의 접합제로 사용됨. 

- 유기화합물 생성시 촉매로 시-용됨. 

활성벤토나이트의 층사이에 있는 금속이온을 긴 알킬사슬을 갖는 유기 

염 으로 치 환시 켜 줄 경 우 물성 이 다른 유기 벤토나이 트(organophillic 

bentonite) 층간화합물(intercalation complex)이 얻어 진다. 이 러 한 유기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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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나이트 층간화합물 역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페인트， 고온용 grease, 접착제， 화장품 등의 점성을 제고시키는 데 사용됨 . 

플라스틱 복합재료의 강화제로 사용될 수 있음. 

- 세라믹 구조재료인 사이알론 제조의 출발물질로 사용될 수 있음. 

이상의 응용 예에서와 같이 벤토나이트 소재는 세라믹공업 뿐만 아니라， 

건축공업， 플라스틱 산업， 고무산업， 화학공업， 약품공업， 식품공업， 제지공 

업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국가 기간산업 소재이나， 천연 벤토 

나이트의 활용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이를 정제 

및 활성화하여 활성 벤토나이트 또는 유기 벤토나이트로 만들어 주는 등 

용도의 개발을 통하여 그 활용범위를 넓혀 줌으로써 수요촉진을 유도하여 

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성 및 유기 벤토나이트는 현재 순수 국내 기술 

에 의해서는 제조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외국기업과 합작하여 제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관련 제품에 대한 정제 및 제조기술의 국산화를 통 

한 수입대체를 이루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용범위가 한정된 국산 천연 벤토나이트를 정제 

및 활성화시켜 공업적으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활성 벤토나이트로 

만들어 주고， 이를 다시 물성이 다른 유기 벤토나이트로 만들어 주어 활용 

범위를 더욱 더 넓혀 줌은 물론， 정제 및 제조기술의 국산화를 통한 국가 

기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본 이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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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벤토나이트(몬모릴로나이트)와 

그의 공업적 응용 

생명의 기원 (origin of life) 이었고， 인간의 지혜가 그다지 개발되지 않았 

던 미개시대에 단순히 용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던 점토가 현대에 들어 

와서는 세라믹스의 발달에 그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점토는 세라 

믹스의 원료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라 

믹스외에도 건축공업， 플라스틱산업， 고무산업， 화학공업， 약품공업， 식품공 

업， 제지공업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도 폭 넓게 이용되고 있다. 

스멕타이트 그룹(smectite group)에 속하는 몬모릴로나이트는 운모형태 

(mica type)의 층상 규산염 (layer silicate)으로， 층간화합물의 형 성 에 다양 

하게 이용되며， 또한 가장 잘 연구된 점토이다. 이러한 몬모릴로나이트는 

그 결정 내에서의 팽윤으로 인해 자체 부피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같 

이 팽윤성이 좋은 몬모릴로나이트는 공업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업적 응용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선 몬모릴로 

나이트의 구조， 특성， 및 응용분야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몬모릴로나이트의 구조 및 특성 

스멕타이트 그룹에 속하는 몬모릴로나이트는 층상구조를 갖는 규산염으 

로， 공업적으로는 층사이에 금속 나트륨 이온(Na+)이 존재하는 팽윤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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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Na - Montmorillonite가 사용되고 있다. 천연에서는 Na -Montmorillonite 

외에도 층 사이에 칼숨이온(ci+ ) 이 존재하는 Ca - Montmorillonite나 

Ca - Bentonite를 자주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Ca-Bentonite로부터 적절한 

화학적 방법 을 이 용하여 정 제 해 줌으로써 활성 화된 Na-Montmorillonite를 

또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층상구조를 갖는 몬모릴로나이트는 운모와 같 

이 소위 삼층규산염광물에 속한다. 개개의 층 내에서는 규소(SD 원자들이 

각각 4개의 산소원자들에 의해 둘러 싸여 사면체를 이룬다. 이들 4개의 산 

소원자 가운데 3개의 산소원자가 각각 이웃하고 있는 사면체에 동시에 속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끊임없는 이차원적 사면체 층이 형성된다. 이러한 사 

면체 층의 기본 구성요소는 [Si401O]4 - 이다. 사면체의 나머지 4번째 산소원 

자는 각각 같은 방향으로 층 밖을 향해 있다. 이와 같은 2개의 사면체 층 

이 하나의 M(OHh 층 내지는 M(OH )z 층을 사이에 놓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2개의 사면체 층이 1 개의 팔면체 층을 사이에 놓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단일 층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3개의 부분 층이 연 

결되어 하나의 단일 층을 이루고 이러한 단일 층이 계속 이어져 얻어지 

는 규산염을 삼층규산염광물이라고 하며 몬모릴로나이트 역시 이러한 삼 

층규산염광물에 속한다. 

형 식 적 으로 볼 때 이 러 한 운모형 태 의 층상규산염 은 이 규산(disilicic acid, 

H2Si205)과 해당 수산화 금속화합물Cmetal hydroxide compound) 이 반응하 

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도될 수 있다. 

a) 3 M2+COH•)z + 2 Sh03COH)z --> M32+(OH-)zSi401O + 4 H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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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 M3+(OH~ h + 2 Si203(OHh --> Ml+(OH-hSi401O + 4 H20 

하전수(charge number)를 서로 맞추기 위해서는 팔면체 층에 각각의 

Si4010 단위 당 6개 의 양하전(positive charge)이 필요하게 된다. 이 6개 의 

양하전은 2개의 3가로 된 양이온이나 또는 3개의 2가로 된 양이온으로부 

터 얻어질 수 있다. 결정구조학적으로 볼 때 Si401O-단위당 3개의 팔면체자 

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들 팔면체자리가 채워질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a) 3 개의 팔면체자리가 모두 M2+-양이온으로 채워질 경우(예:활석， talc 

의 경 우 Mg2+ 이 옹) , 이 를 “ trioctahedral layer silicate" t:} 하고， 

b) 3 개의 팔면체자리 가운데 단지 2 자리만 M3+ 양이온으로 채워질 경 

우 ( 예 , 피 로 필 라 이 트， pyrophyllite의 경 우 Az3+ - 이 온 ) , 이 를 “dioctahedral 

layer silicate" t:} 한다. 

이 두 가지 이 상적 인 경 우에 있어 서 규산염 층(silicate layer)들은 외 적 으 

로 전기적 중성을 띠게 되고， 결정내에서 상하에 놓여진 층들은 반 데르 

발스 힘 (Van der Waals force) 에 의 해 서 로 연 결되 어 져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전기적으로 중성을 띄는 물질보다는 팔면체 층에 있어서 

의 동형치환(isomorphic substitution) 이나， 또는 드물게 있는 일이지만 사 

면체 층에 있어서의 동형치환에 의해 과잉의 음전하(negative charge)가 

생기는 그러한 점토광물을 더 자주 볼 수 있다. 팔면체 층에서는 대부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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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되나， 때때로 양이온(A13+ ， Fé+ ) 이 2가의 양이온(Mg2+ ， Fe2+ )으로 가의 

에서는 Si4+ 한다. 사면체층 치환되기도 1가의 양이온으로 2가의 양이온이 

된다. 음전하가 생기게 인해 과잉의 이로 치환되고， 가 A13+ 또는 Fe3+로 

교 있는 1가 또는 2가의 공간에 층 사이의 음하전은 이렇게 생긴 과잉의 

환 가능한 양이온， 즉 층간 양이온에 의해 상쇄된다. 

대해 다음과 층상규산염에 모든 운모형태의 

같은 구조식을 나타내 줄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근거로 하여 

(Si4 yAly)O lO }(x+y) {(Mt , Mrth_3(6-x)+ (O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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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발스 반 데르 단지 층사이에 있어서는 규산염에 중성인 전기적으로 

경우， 이 음하전 상태가 생길 된다. 그러나， 동형치환에 의해 만 작용하게 

존재할 경우에는 양이온이 층 사이에 상쇄하기 위해 하전을 러한 과잉된 

또한 생기게 된다.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층간 양이온을 용매화(solvation)시킬 수 있는 용매 (solvent)가 층 사이에 

이러한 용 얻어진다. 용매 화 에 너 지 (solvation energy)가 존재할 경우에는 

분자(solvate 용매화합물 01 
^ 분자형태 분자크기， 인해 현상으로 매화 

된다. 층 사이 

필요한 용매화 에너지는 층전하Oayer charge,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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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0.25와 0.75사이에 놓이는 규산염에 있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층 전하 

가 아주 낮을 경우에는 용매화 에너지가 층 사이의 간격을 넓히는데 필요 

한 에너지(정전기적 인력)를 더 이상 상쇄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층 전 

하를 갖는 규산염에 있어서는 층간삽입(intercalation) 이 불가능하다. 이와 

는 반대로 층전하가 너무 높으면 양이온들이 서로 너무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용매화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데 이는 각각의 층간 

양이온 주위에 더 이상의 완전한 용매화합물-케이스(solvate case)가 형성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만연하게 되 

어 역시 층간삽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운모형태의 층상규산염에 있어서의 층간삽입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인자 

에 의해 좌우된다. 

a) 사면체자리 (y)와 팔면체자리 (x)에 있어서 치환된 양이온의 합계 (x+y) 

b) 전하의 분포상태 

c) 교환가능한 양이온의 원자가 

x>y일 경우， 즉 팔면체자리에서 3 가의 양이온이 2 가의 양이온으로 치 

환되었을 경우， 이는 몬모릴로나이트 식의 하전상태라고 불리운다. 이 경 

우 음전하들은 각 층에 걸쳐 균일하게 퍼져 있다. 

반면에 x<y일 경우， 즉 사면체자리에서 Si4+가 A13+로 치환될 경우， 이는 

바이댈라이트(beidellite)식의 전하분포(하전상태)라고 불리운다. 이 때 음전 

하들은 일정한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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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모릴로나이트 식의 점토광물은 주로 (Si. Al)40 1O 단위당 0.25- 0.55 사 

이의 층전하(layer charge)를 갖는다. 반면에， 바이델라이트 식의 규산염에 

있어서는 층전하가 0.55 • 0.75 사이에 놓이게 된다. 

용매화되어 층 사이에 결합된 양이온은 용매화합물-케이스 내에서 층에 

평행하게 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평형반응(equilibrium reaction)하에 

다른 유기 양이온이나 무기 양이옹으로 쉽게 교환될 수 있다. 

2. 몬모릴로나이트의 응용분야 

이상과 같은 몬모릴로나이트의 구조 및 특성， 즉 층상구조， 결정격자의 

팽윤성， 이온교환성을 지닌 결정 층의 음전하의 과잉 및 입자의 크기가 상 

당히 작은 점 등과 같은 점토(광물)의 특징이 연구와 개발을 통해 특수 산 

업제품을 생산하는데 다방면으로 이용될 수 있는 특성을 벤토나이트(몬모 

릴로나이트)에 부여하고 있다. 

가. Na-Montmorillonite 

Na-Montmorillonite의 현탁액은 thixotropy성격을 지니고 있어 굴착공 

업(가스 또는 석유)에서 굴착액에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N a - Montmorillonite의 현탁액을 이용하면 thixotropy의 성질 때문에 채굴 

된 돌맹이들을 운반하는 운반용량(CarηTing capacity) 이 높아지게 된다. 몬 

모릴로나이트의 앓은 층은 굴착공의 벽틈새를 잘 밀폐시키는 특성을 지니 

고 있어， 건축공업에서 건축용지에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게 하는 차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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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용된다. 

Na- Montmorillonite는 그 외에 가소성을 지니고 있어서 주조물 내지는 

요업제품의 접합체로도 역시 사용된다. 

단백질이 산성용액 상태에서 몬모릴로나이트에 삽입이 가능한 성질을 

이용하여 단백질이 벗겨지기 쉬운 상태로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포도주가 

부패되지 않게 보호하고， 또한 수출용 맥주를 안정화시키는 데도 이용된다. 

나. Organophilic Montmorillonite 

몬모릴로나이트 층 내에 있는 교환 가능한 금속 양이온을 긴 사슬(long 

chain)을 지난 양이온 유기물질의 tenside(결합물질내의 분자들이 친수성과 

반 친수성 을 동시 에 포함할 때 이 결합물질을 tenside 또는 latex라고 한 

다)로 치 환했을 경 우 org anophilic mon tmorilloni te를 얻 게 된 다. 이 러 한 몬 

모릴로나이트를 “benton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같은 organophilic 

montmorillonite는 thixotropy 성 질을 띠는 페인트의 첨가제나，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grease, 페인트용 페이스트， 접착제， 화장품 등에 널리 사용 

된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에 일단 금이 가기 시작하면 절단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제품에 첨가제나 강화제를 사용하 

여 복합재료를 만든다. 이 경우 몬모릴로나이트는 강화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이러한 유기고분자를 함유하는 몬모릴로나이트를 고온에서 환 

원시켜 세라믹 소재인 sialon을 생성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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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촉매로서의 몬모릴로나이트 

화학에서 촉매라 함은 적은 양을 투입하여 화학반응을 촉진시키되 자신 

은 실질적인 화학반응에는 참여하지 않는 물질， 다시 말해 최종생성물에 

결합되어 나타나지 않는 물질을 말한다. 촉매가 없이는 생체내의 모든 흐 

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식물계나 동물계가 존재하는 것도 

촉매에 의한 셀 수 없을 정도의 생화학적인 반응에 기인한다. 단순히 인간 

의 생체 조직 내에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촉매에 의한 반응수 

내지는 촉매의 수가 약 10.000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이 서로 반응을 하여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자면 각각의 반응물 

질이 서로 반응하기 전에 기꺼이 반응할 수 있는 활동상태로 제각기 전환 

돼야 한다. 촉매의 도움이 없이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요구된다. 몬모릴로나이트가 이러한 중요한 촉매로서 이용되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유기암모늄염을 몬모릴로나이트에 삽입시켜 2000C이상에서 끓이변 원 

유나 천연가스에 상당할 수 있는 혼합된 탄화수소물질이 얻어진다. 또， 이 

중결합을 갖는 불포화 탄화수소(olefin 또는 alkene)물질로부터 발동기 연 

료인 벤젠을 생성한다든가 알콜류를 생성하는 데도 몬모릴로나이트가 사 

용된다 . 

• 단백질을 웹티드(peptide) 내지는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아닐린 

(anilin) 이 섬유염색제로 사용되는 anilin black으로 산화시키는 데도 몬모 

릴로나이트가 촉매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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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일반적인 화학조건하에서는 얻기 힘든 물질을 몬모릴로나이 

트나 그 밖의 점토광물을 촉매로 하여 얻어 낼 수가 있다. 

라. 기 타 

이상과 같은 용도외에도 몬모릴로나이트를 이용하여 폐수를 정제하여 

다시 공장수로 사용하는 연구가 활발함은 물론， 화학공장으로부터 바닷가 

나 강가로 흘러나오는 화학약품을 몬모릴로나이트나 다른 점토광물을 사 

용하여 제거함으로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연구가 또한 상당히 활발한 

가운데 있다. 이 외에도 식품공업， 제지공업， 약품공업(의약품， 화장품 등) 

에서도 몬모릴로나이트가 사용되는 등 그 이용분야가 상당히 넓다. 

3. 몬모릴로나이트의 유기파생물질 

앞 절에서 몬모릴로나이트의 층 사이에 있는 금속 양이온을 긴 사슬을 

갖는 염 형태의 유기 양이온으로 치환해 줌으로써 몬모릴로나이트의 층간 

화합물인 “organophilic montmorillonite" , 즉 “bentone"이 얻어 진다고 이 미 

언급한 바 있다. 이 러 한 organophilic montmorillonite는 거 의 모든 극성 을 

지니는 유기 화합물과의 복합체(complex) 형성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 때 

층 사이의 간격이 부분적으로는 아주 상당히 벌어지게 되고， 따라서 몬모 

릴로나이트가 팽윤되어 그의 부피가 커지게 된다. 

몬모릴로나이트의 층 사이에 유기 양이옹， 즉 n-alkylammonium-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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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시킬 경우 층간거리， 유기 양이온의 알킬 사슬의 길이 및 층전하(x+y)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얻어진다. 

a) 층전하가 낮고 양이온의 알킬사슬이 비교적 짧을 경우， 이들 알킬사슬 

은 층내에서 층에 평행하게 위치한다. 알킬사슬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층간거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 더 밀집된 충진 (packing) 상태가 

얻어지게 된다. 이러한 단일층(single layer) 에 대한 층간거리로는 13.5 :t O.3 

A이 얻어진다. 알킬사슬의 길이가 일정한 크기에 이르면 단분자층 

(monomolecular layer = single layer) 이 밀집하게 채워지므로， 알킬사슬의 

길이가 더 이상 커지게 되면 층사이가 더 확장되어야 한다. 

b) 이와 같이 알킬사슬의 길이가 밀집하게 packing된 단일층에 대한 임계 

값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중층(double layer) 이 형성된다. 이 이중층에 있어 

서의 이상적인 층간거리는 17.6:tO.5 A이며 이 층간거리는 알킬사슬의 길 

이가 계속 증가하더라도 가장 밀집한 packing)이 다시 얻어질 때까지 

bimolecular- layer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c) 알킬사슬의 길이가 밀집하게 packing된 이중층에 대한 임계값을 초과 

할 경 우에 는 유사 삼중층(pseudo-three-fold -layer) 이 형 성 된다. 

단일층 또는 이중층에 대하여 위에 주어진 층간거리는 실제에 있어서 

다소 상이한 값을 취할 수 있다. 알킬사슬이 all-anti -conformation의 구조 

를 취할 경우， 이는 모든 탄소원자가 한 평면에 놓여 있음을 뜻한다. 단일 

층의 경우 탄소원자의 평면이 규산염층에 평행하게 놓여 있느냐 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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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 층간거리가 약 0.6-0.8 Å의 차이가 지게 된다. 

이 중층의 경 우에 는 다음과 같은 상이 한 combination이 가능하다: 

a) 두 알킬사슬층(alkyl chain layer)의 모든 탄소원자가 각각 규산염 층 

(silicate layer)에 평행하게 위치하는 경우 

b) 하나의 알킬사슬층에서는 탄소원자가 규산염층에 평행하게 놓이고， 다 

른 하나의 알킬사슬층에서는 탄소원자가 규산염층에 수직하게 놓이는 경 

。

T 

c) 두 알킬사슬층의 모든 탄소원자가 규산염층에 수직하게 놓이는 경우 

알킬암모늄 이온이나， 또는 파라핀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는 알킬암모늄 

이온은 많은 극성을 띠는 유기화합물과 결합하여 층간화합물(in tercalation 

complex)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층간화합물의 형성으로 인해 층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크게 넓어질 수 있다. 

n-alkan이과 같이 극성을 띠는 사슬이 긴 n- alkyl 화합물과 complex를 

형성하는 경우를 예로 하여 생각해 보면 이러한 관계를 잘 알아 볼 수 있 

다. 이러한 층간화합물의 종류가 다음 그렴에 도식적으로 잘 나타내져 있 

다. 양이온과 alkanol에 있어서의 알킬사슬의 길이 비율에 따라 상이한 구 

조로 나뉘어진다; 

@ nA*=n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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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있어서는 층간거리가 단지 n, 즉 알킬사슬에 의해서만 좌우된 

다. 알킬사슬내의 탄소원자수에 따라 층간화합물의 층간거리가 직선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층간거리의 증가는 알킬사슬내의 탄소원자당 약 2.52 Å 

정도이다. 이는 알킬사슬이 all- trans -conformation의 구조를 갖고 수직으 

로 서있음을 뜻한다. 

(2) nA ;t nc (여기에는 nA > nc 및 nA < nc 의 두기지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층간거리가 사슬의 길이비율(nA nc) 뿐만 아니라 

층전하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이 경우 알킬사슬 내의 탄소원자수에 따라 

층간화합물의 층간거리가 전 영역에 걸쳐 직선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 수직하게 서 있는 상태의 알킬사슬을 취하는 구조는 n-alkyl 파생물질 

이 과잉으로 제공될 경우에 한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 n-alkyl 파생물질이 

부족한 상태의 화합물에 있어서는 알킬사슬이 규산염층에 대하여 경사가 

진 구조가 형성되거나， 

또는 알킬사슬이 고쉬-결합(gauche bond)을 취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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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벤토나이트의 정제 및 
활성 벤토나이트의 제조 

천연에 존재하는 벤토나이 트는 Ca-Bentonite로， 샤
 
π
 Ca - Montmorilloni te외 에 도 10% 까지 의 석 영 (quartz) , 2-3%의 운모(rnica) ， 

소량의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와 철분 등의 불순물을 함유하기 때 

문에， 이러한 상태로는 공업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음과 같 

은 화학적 정제에 의해 천연 벤토나이트를 활성화시켜 활성벤토나이트를 

만들어 줌으로써 공업적 이용범위를 넓혀 줄 수 있다(편의상 몬모릴로나이 

트의 양을 100 g 취했을 경우의 정제과정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하겠음) : 

우선 100g의 몬모릴로나이트， 5g의 탄산나트륨(Na2C03) 및 5.8g의 염화 

나트륨(NaCn을 1 l의 증류수와 혼합하여 균일한 분배가 이루어질 때까지 

교반시켜 준다. 이와 같이 해서 얻어진 현탁액 (suspension)을 약 10분 동 

안 조용히 세워 놓는다. 이 동안에 불순물들은 용기의 바닥에 가라 앉게 

되는 반면， 몬모릴로나이트는 용액애에 완전히 분산된채로 남아 있게 된 

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균일한 현닥액을 가라 앉은 불순물로부터 분리시 

켜 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10- 15 분 동안의 침전시간 동안에 걸쳐 더 

이상의 이렇다 할 불순물이 가라 앉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준다. 

상기 과정에서 현탁액내에 탄산나트륨과 염화나트륨으로 인해 천연광물 

질(벤토나이트)의 층사이에 존재하는 교환가능한 칼숨이온(Ca2+) 및 마그네 

숨이온(Mg2+)은 나트륨이온에 의해 교환된다. 이와 같이 칼숨이온과 마그 

네슐이온이 나트륨이옹에 의해 치환되는 쪽으로 이온교환-평형반응이 쉽 

게 진행될 수 있는 이유는 칼슐이온 뿐만 아니라 마그네숨이옹 역시 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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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carbonate)과 반응하여 물에 녹기 어려운 화합물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몬모릴로나이트는 화학적으로 정제 및 활성화된 

Na-Montmorilonite로， 이는 수용액하에서 Ca - Montmoriloni te 보다 훨씬 

더 큰 팽 윤성 (swalling capability)을 갖는다. 

이온교환반응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진행시키기 위해， 즉 화학평형을 

이루기 위해 상기와 같이 대략적으로 정제된 현탁액을 약 24 시간 동안 

세워 놓는다; 이 경우 전해질의 양이 많기 때문에 현탁액은 flocking되어 

침전되는데， 이를 상부에 존재하는 용액으로부터 (피멧 등을 이용하여) 분 

리해 준다. 그리고 나서 혼합액에 증류수를 채운 후 강하게 교반해 준다. 

다시 침전될 때까지 세워 둔 후 침전된 물질의 상부에 존재하는 용액을 

제거해 준 다음， 이 과정을 2-3번 반복해 준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전해질의 양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침강 체적( sedimentation 

volunme) 이 커지게 되어 침전속도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원섬분리기를 

이용하여 혼합용액을 분리시켜 준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몬모릴로나이트

농축액은 투석막을 이용하여 투석 (dialysis)시켜 준다. 염소이온이 더 이상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투석을 한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혼합용액을 

분리시켜 준 후， 동결 건조(freeze drying)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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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몬모릴로나이트 층간화합물의 
제조 및 팽윤성 

앞에서 화학적으로 정제하여 얻은 활성 벤토나이트(몬모릴로나이트)를 

이용하여 층간화합물을 합성함은 물론 그 팽윤특성에 대한 두 가지 실예 

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몬모릴로나이트와 6-hydroxy-n-hexyldirnethylethylammoniurn 

-lOn 및 ll-hydro장-n-undecyldirnethylethylammoniurn-ion에 

의한 organophilic ontrm버lonite 층간 화합물의 형성과 그 팽윤성 

가. 층간화합물의 형성 

제 3 절에 의거 정제하여 얻어진 Na - Montmorillonite를 증류수와 혼합 

하여 강하게 교반해 준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균질 현탁액 (homogeneous 

suspension)을 6-hydroxy- n - hexyldimethy lethylammonium -ion (이 하 R60H 

로 줄여서 사용) 및 11 - hydroxy-n -undecyldimethy lethy lammonium -ion (이 

하 RuOH로 줄여서 사용)의 유기 양이온과 증류수를 혼합해서 얻은 용액 

과 섞은 후 일정 시간 동안 교반해 준다. 그리고 나서 약 650 C 의 온도하 

에서 48 시간 이상 놓아 두되， 이따금씩 흔들어 준다. 이 양이온교환반응 

결과 Na-Montmorillonite와 R60H 및 Rll0H로부터 RJOH - Montmorillonite 

(이 하 R60H-Mont로 줄여 서 사용) 층간화합물 및 Rll0H - Montmorillonite 

(이하 Rll0H-Mont로 줄여서 사용) 층간화합물이 각각 얻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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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및 고찰 

1) 교환용액하에서 R60H- 및 R1l0H-Mont에 대하여 얻은 결과 

위의 4.1 .1 에 의거 생성된， 여전히 교환용액하에 놓여 있는 organophilic 

R60H 및 R1l0H-Mont를 다음과 같은 상태하에서 X 선 회절분석으로 조 

사하였다: 

a) 교환된 용액을 원섬분리기로 분리한 후 젖은 상태하에서 X 선 회절분 

석 (Fig. 35a 및 36a = sample a) 

b) 그리고 나서 시료 a를 halide가 없어질 때까지 증류수로 세척한 후 젖 

은 상태하에서 x-선 회절분석 (Fig. 35b 및 36b = sample b) 

c) b)에 의 거 하여 세 척 한 organophilic montmorillonite를 증류수와 메 탄올 

의 혼합액(부피비 1:1)으로 2 번 세척한 후 여전히 습한 상태하에서 x-선 

회 절 분석 (Fig. 35c 및 36c sample c) 

d) 시료 c의 일부를 650C의 고 진공 상태 하에서 30 시간 이상 건조시킨 

후 x-선 회절분석 (Fig. 35d 및 36d = sample d) 

Table 70의 결과로부터 RsOH-Mont에 대한 층간거리가 거의 변하지 않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한편으로 양이온 교환반응이 아주 성 

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 주고(왜냐하면 출발물질인 Na-Montrm비lonite는 

동일조건하에서 전적으로 다른 거동을 취하기 때문임) , 다른 한편으로는 

교환용액 또는 증류수(증류수로 세척 후)하에서 측정한 층간거리가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 준다. 고 진공 상태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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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시킨 후에는 층간거리가 약 0.4 A 정도 작아졌다. 이는 증류수 또는 

메탄올이 이루는 층간거리에 비해 훨씬 작은 값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 

은 액체 상태 하에서 그와 같은 액상의 분자가 층 사이에 존재하다가 고 

진공하에서 휘발되어 날아가더라도 이로 인해 층간거리가 작아지지 않음 

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지 층사이의 공간(hollow space)만을 메꾸고 。1 。
<‘ -

므로 용 매 분자(solvent molecule)를 제 저 하더 라도 충진 밀 도(packing 

density)가 아주 작은 정도밖에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Table 70. Basa1 spacings(A), meseared in still wet condition in exchange 
solution and dried condition after cation- exchange- reaction 

basal spacings( Å) of 
preliminary treatment of samples 

fuOH-Mont R110H-Mont 

after more than 48 h exchange time 
14.52 17.72 

under exchange solution (sample a) 

after four times washing up to free of 

halide, under H20 (sample b) 
14.49 16.74 

after two times wsaching with a 

mixture of methanol and water( 1: 1), 14.43 15.96 

under wet condition (sample c) 

sample c after 30 h drying in high 
14.09 14.14 

vaccum at 650 C (sampl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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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설을 정확한 해설이라고 간주한다면 R110H-Mont가 

R60H-Mont와 비교해서 아주 약간만 달라야 함은 쉽게 알 수 있는 일이 

다. 따라서， R110H-Mont에 있어서는 기타 동일한 조건하에서 층간거리가 

약간 더 커져야만 하며， Table 69의 결과에서 보듯이 본 실험이 이러한 사 

실을 확증해 주고 있다. 이 몬모릴로나이트의 층간화합물의 경우 교환용액 

하에서의 층간거리가 17.7 Å이며， 이는 과잉의 유기 양이온을 제거한 후 

1 Å 정도 낮아졌고 이어서 메탄올/증류수의 혼합액으로 세척을 한 후에 

는 또 다시 약 0.8 Å 정도가 낮아졌다. R110H-Mont의 경우에는 알킬사슬 

이 훨씬 길기 때문에 가장 밀집된 packing을 얻기가 더욱 어렵다. 때문에 

이러한 가장 밀집된 packing은 고진공 상태하에서 건조시킴으로써 비로소 

얻어지게 되는데， 본 실험에서도 R110H-Mont의 경우 건조후에 층간거리 

가 또 한번 약 1.8 Å 정도 낮아졌다. 고진공상태하에서 건조된 후의 

R60H-Mon따1πt와 Rκ11ρOH -Mon따1πt 시 료의 층간거 리 는 거 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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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Fig. 35: (001) of R60H- Mont 
a) after more than 48 h exchange time under exchange solution( =sample a) 
b) after four times washing up to free of halide, under H20(=sample b) 
c) after two times wsaching with a mixture of methanol and water(l:l) , 

under still wet condition( =sample c) 
d) sample c after 30 h drying in high vaccum at 650C( =sample d) 
e) after swelling of sample d in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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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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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001) of RllOH- Mont 
a) 따ter more than 48 h exchange 피ne under exchange solutionC =sample a) 
b) after four times washing up to free of halide, under H20C=sample b) 
c) after two times wsaching with a mixture of methanol and waterC1:l) , 

under still wet conditionC=sample c) 
d) sample c after 30 h drying in high vaccum at 650C( =sample d) 
e) after swelling of sample d in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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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uOH - Mont 및 RllOH-Mont의 팽윤실험 결과 

앞 절에서 기술된 X 선 회절분석에 의해 조사된 시료가 증류수 또는 

다른 팽윤액체하에서 또 다시 층간거리의 확장을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계속 수행하였다. 즉 고진공상태에서 건조된 

R60H- Mont 및 RllOH-Mont를 다음과 같은 팽윤액체와 다루었다: 

a) water b) rnethanol C) benzoni띠le d) nitrobenzene e) n-decyl a1cohol 

건조된 시료를 각각 pellet 형태의 작은 유리용기내에서 팽윤물질과 잘 

혼합하여 suspenSlOn시킨 후， 650C에서 2일 이상 보관해 놓았다; 메탄올시 

료는 상옹에서 보관했다. 보관중 이들 두 종류의 시료를 가끔 강하게 흔들 

어 주었다.x 선 회절분석 사진과 측정하여 얻은 결과가 Fig. 37 및 38과 

Table 71에 각각 실려 있다. 

Table 71의 결과와 Table 70의 마지막 줄에 있는 값을 비교해 볼 때 물 

과 더불어 약간의 팽윤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Fig. 35 및 

36에서 시료 d와 e를 비교해 봄으로써 또한 분명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부합해서 하등의 연관된 물층(water layer)도 부가적으로 점토층 사 

이에 삽입될 수 없는데 이는 층간거리의 확장이 0.5- 0.7 A 정도밖에 안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기 양이온층 내에 물이 삽입됨으로써 동시에 양이 

온의 배열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 소정의 층간거리확장이 발생할 수 있 

는 그러한 빈 공간이 존재함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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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 Basal spacings(A) , obtained in still wet condition after swelling 

of dried organophilic montmorillonite 

basal spacings( Å) of 

R60H-Mont R110H-Mont 

after swelling in dis t. water 14.75 14.64 

after swelling in methanol 14.84 14.92 

after swelling in nitrobenzene 14.09 14.17 

after swelling in benzonitrile 14.55 14.25 

after swelling in n- decyl alcohol 14.23 14.19 

메탄올도 물과 비슷한 거동을 취하고 있으나 층간거리확장은 약간 더 

큰 편이며， 따라서 메탄올의 메틸기 (methyl group)가 유기 양이온의 메틸 

렌 메틸기 (methylene methyl group)와 상호작용을 더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니트로벤젠하에서는 층간거리가 실제로 거의 확장되지 않았다. 니트로벤 

젠하에서 얻은 Table 71 의 값은 실험상의 오차한계 내에서 고진공상태에 

서 건조된 시료에 대하여 얻은 값에 상응한다. 

n- decyl alcohol과의 팽윤 후에 얻은 결과도 비슷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 

으며， 벤조니트릴과의 팽윤 후에 얻은 결과도 그다지 대수롭지 못하다. 

Fig. 37과 38에 해당 시료에 대한 (OOl) -interferences가 나타내져 았다. 이 

로부터 시료 c 및 e에 있어서 층간거리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다른 시료 

들에 있어서는 층간거리에 약간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료 a 

및 d에 있어서 전하분포가 아주 균일하지 못하고 (001) -interferences의 

peak폭이 상당히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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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Fig. 37 : (001) after swelling of R60H- Mont 
a) in water b) in benzonitrile C) in n - decanol 
d) in methan이 e) in nitrobenz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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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b) 

Fig. 38: (001) after swelling of RllOH- Mont 
a) in water b) in benzonitrile C) in n- decanol 
d) in methan이 e) in nitrobenz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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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Montmorillonite와 CXtadecylenetrimethylammonium ion에 

의 한 Organophilic Montmo비lonite 층간화합물의 형 성 과 

그 팽윤거동에 관한 연구 

Organophilic montmorillonite의 층사이 에 유기 단분자를 삽입 하여 고분 

자화시킬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플라스탁을 강화시켜 줄 수 있 

다. 즉 organophilic montmorillonite는 kaoline, talc, mica, sand, quartz 등 

과 같은 규산염과 같이 플라스틱 복합재료의 강화제로도 사용될 수 있으 

며 , 또한 organophilic montmorillonite를 포함한 이 러 한 고분자물 질 은 건 전 

지의 에너지 저장물질로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기 

단분자를 이용하여 organophilic montmorillonite를 형성하고， 이를 출발물 

질로 하여 층간화합물이 상이한 팽윤용액하에서 어떠한 거동을 취하는가 

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금속양이온을 치환해 줄 유기 양이온으로는 그 유 

기 양이온에 작은 유기 단분자들이 연결되어 고분자화될 수 있도록 스스 

로가 알케닐기 (alkenyl group)와 같은 불포화기 (unsaturated group)를 포함 

하는 다음과 같은 유기 양이온을 사용하였다: 

CH3 

CH3-N+ - (CH2) - (CH2h-CH =CH - (CH2h- (CHh 

CH3 

(g-octadecyltrimethylene ammonium cation, 이 하 HDTM이 라고 줄여 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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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중결합은 알킬사슬이 완전히 펼쳐진 상태(트랜스 형태)에서 취 

할 수 있는 길이보다 짧은 길이를 취하도록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사실여부를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완전히 포화된 유기양이옹을 또한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CH3 

CH3-N+ - (CH2) - (CH2) 14 - (CHh 

catlOn 

CH3 

가. 실 험 방 법 

hexadecyltrimethylammonium 

(이하 HDTM이라고 줄여서 사용) 

1) Na-Montmorillonite와 Octadecylenetrimethylammonium chloride 및 

Hexadecyltrimethylammonium bromide로부터 Organophilic 

Montmorilloni te 층간화합물(ODTM 및 HDTM -mont.)의 합성 

앞절에서 언급한 방법에 의거 정제된 3 g의 N a - montmorilloni te와 60 

ml의 증류수를 혼합하여 잘 흔들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얻은 균일한 현탁 

액에 3 mmol의 유기염과 40 ml의 증류수로 이루어지는 용액을 500C의 교 

반상태하에서 첨가해 주었다. 이와 같이 하여 얻은 전체 혼합용액을 650 C 

의 온도하에서 48 시간 이상 놓아 두되 이따금 흔들어 주었다. 이 양이온 

교환반응 결과 Na- Montmorillonite와 ODTM 및 HDTM으로부터 ODTM 

Montmorillonite 이하 ODTM-Mont로 줄여서 사용) 층간화합물 및 

HDTM - Montmorillonite 이하 HDTM-Mont로 줄여서 사용) 층간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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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각 얻어지게 된다. 

2) ODTM- Mont 및 HDTM- Mont 층간화합물에 대한 x-선 회절분석 

위의 1)에서 얻어진 여전히 교환용액상태하에 놓여 있는 organophilic 

mon tmorilloni te 층간화합물 ODTM-mont. 및 HDTM-mont.를 다음과 같 

은 상이한 상태하에서 x-선 회절분석에 의해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XRD 

회 절장치 및 조사선으로는 Philips Nore1co회사의 XRD diffractometer 및 

Cu Ka (}. = 0.15418 A)을 각각 사용하였다: 

a) 평형상태의 교환용액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분리하였다;이렇게 해서 

얻은 고체물질을 젖은 상태하에서 x-선 회절분석하였다 (Fig. 39a 및 40a). 

b) 그런 후에， 원심분리기에 의해 분리된 시료를 할로겐이온이 완전히 제 

거될 때까지 증류수로 세척해 주었다; 즉 시료를 증류수로 8번 및 11번 

세척해 준 후에 젖은 상태하에서 x-선회절분석에 의해 조사하였다 (Fig. 

39b, c 및 40b, c). 

c) 위에서 세척된 시료를 1Q-3torr의 고진공상태하에서 650C로 약 30시간 

동안 건조시킨 뒤， X-선회절분석을 하였다 (Fig. 39d 및 40d). 

위와 같은 실험에 대한 결과를 Table 72에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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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 Basal Spacings (Á), measured in still Wet Condition under 
Exchange Solution and in Dried Condition after Cation 
Exchange-Reaction 

Basal Spacing (A) of 

Preliminary Treatment of Samples 

ODTM-Mont HDTM-Mont Na-Mont 

after more than 48 h exchange-time 

under exchange-solution 
26.4 22.9 

after 8 times washing, 
measured under H2Û 

25.0 22.5 toward ∞ 

after 11 times washing, 
measured under H20 

24.9 22.5 toward ∞ 

after 30 h drying in high vacuum 
18.6 18.5 9.8-10.1 

at 65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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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및 고찰 

1) 교환용액하에서의 ODTM- Mont 및 HDTM-Mont에 대한 결과 

일반적으로 적어도 12 개까지의 탄소원자를 포함하는 alkylarnmonium 

lOn은 전하밀도가 - 0.33이하로 아주 낮은 montmorilonite(본 연구에서 사 

용된 montmorillonite의 layer charge는 0.33임)층내에서 수평하게 누운 단 

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설명을 옳은 설명으로 받아들인다면， 한 사슬 

당 12 개이상의 탄소원자를 함유하고 있는 ODTM- mont. 및 

HDTM-mont.의 경우 다른 거동을 취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즉， 이 

두 경우 다른 경우에서와 같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더 큰 층간거리의 변화 

를 가져 오게 됨은 물론， 특히 고진공상태하에서 건조된 후에 더 큰 층간 

거리를 얻게 될 것이다. 교환용액하에서 ODTM- mont. 및 HDTM-mont.는 

각각 26.4 Å 및 22.9 Å의 층간거리를 취한다. 과잉의 유기양이온을 제거 

한 뒤의 층간거리는 각각 1.5 및 0.4 Å 만큼 낮아졌다. Table 72에서 보듯 

이 8 번과 11 번 세척후의 층간거리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부터 8 번 세척후에 halide가 이미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진공상태하에서 건조시킨 후에 층간거리가 다시 각각 6.3 Å 및 4.0 Å 

만큼 낮아졌으며， 또한 이와 같이 건조시켜 줌으로써 가장 밀집한 

package상태가 얻어졌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ODTM- mont. 및 

HDTM-mont.의 최종적인 층간거리는 각각 18.6 Å 및 18.5 Å이며， 이들 

층간거리값으로 부터는 더 이상 수평하게 누운 단층이 형성될 수 없다. 일 

반적으로 수평하게 누운 단층(monalayor)의 경우에는 13.5 i: 0.5 Å의 층 

간거리가 얻어지며， 수평하게 누운 이중층(double layer)의 경우에는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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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5 Å의 층간거리가 얻어진다. 따라서 고진공상태에서 건조된 

ODTM-Mont 및 HDTM-Mont의 경우에는 수평하게 누운 이중층이 얻어진다 

고 기대할 수 있겠다. 

Table 72에 요약된 상태에 대한 X-선회 절도표가 Fig. 39 및 40에 나타 

내져 있다. 

cl 

dl 

10 5 
<--29 

Fig. 39 : XRD- patterns of ODTM- Mont 

l 

a) after 48 h exchange- time, measured under exchange- solution 
b) after 8 times washing with dist. water, measured under H20 
c) after 11 times washing with dist. water, measured under H20 
d) after 30 h drying in high vacuum(lO-3) at 65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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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DTM- Mont 및 HDTM-Mont에 대 한 팽 윤실 험 결과 

고진공상태하에서 건조된 organophilic montmorillonite 화합물 

ODTM-Mont 및 HDTM-Mont가 팽윤용액하에서 어떠한 거동을 취하는 

지， 즉 팽윤용액과 층간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서， 건조된 ODTM- Mont 및 HDTM-Mont의 개개 시료를 여러 가지의 상 

이한 액체와 각각 혼합하여 반응시켜 준 후 층간거리확장을 측정해 줌으 

로써 층간화합물의 형성여부를 조사하였다. 

b’ 
c’ 

<-2' 

Fig. 40: XRD- pattems of HDTM- Mont 
a) after 48 h exchange- time, measured under exchange- solution 
b) after 8 times washing with dist. water, measured under H20 
c) after 11 times washing with dist. water, measured under H20 
d) after 30 h drying in a high vacuum (10-3 torr) at 65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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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조사결과가 Table 73에 요약되어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x-선 

회 절도표가 Fig. 41 , 42, 43 및 44에 나타내져 있다. 

ODTM-Mont의 경우， toluene과의 팽윤시에 54.3 Å의 가장 높은 층간확 

장을 보였으며， 이 외에도 o- xylene, m- xylene 및 p- xylene 등과의 팽윤 

시 에 각각 51.7 Å , 51.4 Å 및 51.7 Å 등의 높은 층간확장을 가져 왔다. 

기타 다른 팽윤용액하에서도 2-ethyl-pyrydine의 경우 39.8 Å을 제외하고 

는 모두 40 Å이 넘는 높은 층간확장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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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3. Basal spacings ( Á ), measured in various aromatic swelling
solutions of dried organophilic ODTM- Mont and HDTM- Mont 

Basal Spacing (Å) of 
after swelling in 

ODTM-Mont HDTM-Mont 

benzene 43.9 37.2 

toluene 54.3 42.5 

O- xylene 51.7 42.2 

m- xylene 51 .4 41.7 

p- xylene 51.7 42.7 

pyridine 41.5 37.8 

a. - picoline 42.5 37.8 

ß- picoline 42.8 37.8 

r - picoline 41.9 38.9 

2- ethyl- pyridine 39.9 36.4 

4- ethyl- pyridine 43.7 38.9 

2 - viny l- pyridine 39.8 38.1 

4- vinyl- pyridine 45.1 39.4 

styrene 44.8 38.6 

starting materials, dried 
18.6 18.5 

in a high vacuume (10-3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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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 

.1 

b’ 
cl 

d’ 

“v
ω
 ” 

l ’ 
10 5 

Fig. 4l. XRD- patterns after swelling of dried ODTM- Mont 
a) starting substance, dried in a high vacuum (Fig. 13d) (= s킹nple a) 
b) sample a) with toluene c) sample a) with m- xylene 
d) sample a) with p- xylene e) sample a) with benzene 
f) sample a) with o-xylene g) sample a) with v -picoline 
h) sample a) with a- picoline i) sample a) with pyridine 
j) sample a) with ß- picol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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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0) ’ 

10 5 l 

Fig. 42. XRD- patterns after swelling of dried ODTM-Mont 

k) sample a) with 2- etyl-pyridine 
m) sample a) with 2-vinyl-pyridine 
이 sample a) with styrene 

Z) sample a) with 4-ethyl-pyridine 
n) sample a) with 4-vinyl-pyr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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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c) 

a) 

f) 

10 5 l 
<--29 

Fig. 43. XRD- pattems after swelling of dried HDTM- Mont 

a) starting substance, dried in high vacuum (Fig. 14d) (= sample a) 
b) sample a) with benzene c) sample a) with toluene 
d) sample a) with o- xylene e) sample a) with m- xylene 
f) sample a) with p- xylene g) sample a) with a- picoline 
h) sample a) with ß- pico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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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l ’ 

It 

<--21 

Fig. 44. XRD- pattems after swelling of dried HDTM- Mont 

i) sample a) with 4-ehtyl-pyridine 
k) sample a) with styrene 
m) sample a) with v-picoline 
0) sample a) with 2- vinyl- pyr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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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ample a) with pyridine 
n) s없nple a) 、Nith 2-ehyl-pyridine 



HDTM-Mont의 경우에는， 앞의 경우에 비해서는 조금 낮으나， 대체적으 

로 역시 높은 층간확장을 가져 왔다. p-xylene과의 팽윤시에 42.7A으로 

가장 높은 층간확장을 보였으며， 기타 다른 팽윤용액하에서도 40A에 가까 

운 커다란 층간거리를 나타내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두 경우에 있어서 모두 상당히 큰 층간확장이 일어났으며， 

따라서 층간 삽입물질들사이에 배향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진공상태하에서 건조된 시료의 경우 수평하게 누운 이중층을 형성하였 

었으나， 팽윤반응을 시켜 줌으로 해서 층사이의 간격이 크게 확장되었고， 

따라서 더 이상 누운 상태의 이중층(double layer)이 아닌 다른 형태의 층간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HDTM-Mont의 경우 층사이에 삽입된 유기양이온이 all - anti -

conformation을 취하면서 층 사이에 수직으로 놓일 경우의 층간거리를 이 

론적으로 계산하면， 층두께가 9.3A 이고， C-C간 거리는 약 1.26A이며 

C-N간 거리가 약 1.21A 이므로 

단층의 경 우 9.3 A + 15x1.26 A + 1x1.21 A = 29.41 A 

이 중층의 경 우 9.3 A + 2x15x1.26 A + 2x1x1.21 A = 49.52 A 이 다. 

ODTM-mont.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이중결합이 층에 수직으로 위치할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C=C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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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34 A이므로， 

단층일 경우 9.3 A + 16x1.26 A + 1x1.21 A + 1x1.34 A 

= 32.01 A 

이중층의 경우 9.3 A + 2x16x1.26A + 2x1x1.21 A + 2x1.68 A 

= 54.72 A 이다. 

둘째， 이중결합이 층사이에 수평하게 

가 OA이므로， 

뇨=- òl 
τ， 2.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c=c거리 

단층의 경 우 9.3 A + 16 x 1.26 A + 1 x 1.21 A = 30.67 A 

이 중층의 경 우 9.3 A + 2 x 16 x 1.26 A + 2 x 1 x l.21 A 

= 52.04 A이 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HDTM-Mont의 경우에 얻어진 36.4 - 42.7 A의 

층간거리는 층사이에 삽입된 유기양이온이 수직으로 놓인 단층이나 이중 

층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경사진 이중층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ODTM-Mont의 경우에는 사정이 약간 다르다 할 수 있다. 

즉 toluene의 경우에 얻어진 54.3 A의 층간거리는 c=c층에 수직하게 놓인 . -

이 중층을 형 성 할 것 으로 기 대 되 고， o- xylene, m-xylene 및 p-xylene의 경 

우에 얻어진 51.7 A. 51.4A 및 5l.7 A의 층간거리로부터는 c=c결합이 층사 

이에 수평으로 놓인 이중층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기타 3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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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Å의 층간거리의 경우에는 c=c결합이 층사이에 수직하게 위치하고 

유기양이온이 일정하게 경사진 이중층이 형성되거나. C=C결합이 층사이에 

수평하게 놓이고 유기양이온이 일정하게 경사진 이중 층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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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국내 고령토의 정제기술 개발과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광미와 저품위 

고령토의 활용을 위한 칼라골재 제조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험대상 시료는 국내 매장량의 84% 정도를 차지하는 경남 하동지역의 

하동 카오링 광산에서 생산되는 백색B급， C급(WB， WC급)과 도색 B급， 

C급(PB， PC급) 시료와 산청지역의 대명 고령토 광산에서 생산되는 백 

색 B급， C급(WB， WC급)과 도색 B급， C급(PB， PC급) 시 료이 었다. 

2. 원광 화학분석 결과， 대명 WB급 시료는 44.98%SiOz, 36.21%Alz03, 

1.14%Fez03, 3.61%CaO, 0.32%MgO, 0.60%KzO, O.85%NazO, O.l6%TiOz, 

12.42%Ig.loss , PB급은 43.70%SiOz, 37.58%Alz03, 1.93%Fez03, 0.70% 

CaO, 0.37%MgO, 0.58%KzO, 0.45%NazO, 0.24%TiOz, 14.66%Ig.loss이 었 

으며 , 하동 WB급은 45.59%SiOz, 34.49%Alz03, 1.06%Fez03, 5.03%CaO, 

O.25%MgO, O.52%KzO, 1.26%NazO, 0.24%TiOz, 11.38%Ig.loss , PB급은 

45.18%SiOz, 33.82%Alz03, 4.44%Fez03, 1.22%CaO, 0.91%MgO, 0.52% 

KzO, 0.49%NazO, 0.42%TiOz, 13.l6%Ig.loss로 백색 고령토는 모암의 풍 

화가 덜 진행되어 산화칼숨 품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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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물감정을 위한 현미경 관찰과 x-선 회절분석 결과， 대명 WB급의 주 

구성광물은 고령토， 백운모， 석영 그리고 Anorthite이었으며， Albite, 

Tremolite, Montmorilonite등이， PB급의 주 구성광물은 백운모， 고령토， 

석 영 이 었 으며 , Anorthite와 Albite, Montmorillonite 그 리 고 stilbite등 이 

소량 수반되며， 하동 WB급은 Albite, Anorthite, 백운모， 석영， 고령토， 

Tremolite, Montmorillite등이 주 구성광물이고， PB급은 백운모， 고령토， 

석영 그리고 Tremolite이 주 구성광물이었으며， Albite, Anorthite, 

Clinochlore, lilite등이 소량 수반됨을 알 수 있었으며， 자류철석， 티탄철석과 

금홍석이 공통적으로 수반됨을 알 수 있었다. 

4. 단체분리를 위한 분쇄실험 결과 생산율 및 실수율을 고려한 임팩트 빌의 

회전수는 7，아)()rpm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325mesh를 기준으로 체가름 

결과 대명 WB급의 -325mesh 생성율은 56.4wt.% , 품위는 44.3%Si02, 

37.5%Ab03, O.9%Fe203, 1.2%CaO, O.2%MgO, O.6%K20 , O.5%Na20 , 

O.1%Ti02, 14.9%Ig.loss , PB급의 325mesh 생성율은 67.7wt.% , 품위는 

43.8%Si02 , 37.7%Ab03, 2.0%Fe203, O.5%CaO, O.4%MgO, O.6%K20, 

0.4%Na20, O.2%Ti02, 14.8%Ig .loss이 었으며 , 하동 WB급의 -325mesh 

생 성 율은 63.6wt.%, 품위 는 45.1%Si02, 35.9%Ab03, 1.0%Fez03, 

2.7%CaO, O.2%MgO, O.5%K20, 1.1%Na20, O.2%Ti02, 12.6%Ig.loss , PB 

급의 -325mesh 생성율은 73.3wt.%, 품위는 44.7%Si02, 35.5%Ab03, 

3.7%Fez03, O.8%CaO, O.6%MgO , O.6%K20, O.5%Na20, O.2%Ti02, 

13.7%Ig.loss로 원광에 비하여 알루미나 품위는 향상되었으며， 다른 성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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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낮아졌으며， 특히 모암으로부터 수반되는 산화칼습의 품위는 

상당히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5. 7，000rpm으로 분쇄한 시료를 공기 분급기를 사용하여 43μm을 기준으로 

분급하면 대 명 WB급의 생 산율은 70.1wt.% , 품위 는 44.6%Si02, 

37.4%Ab03, 1.0%Fez03, 1.2%CaO, 0.3%MgO, 0.7%K20, 0.6%Na20, 

0.1%Ti02, 13.7%Ig.loss, PB급의 정 광 생 산율은 72.5wt.%, 품위 는 

44.1%Si02, 38.0%Ab03, 1.9%Fe203, 0.3%CaO, 0.3%MgO, 0.6%K20, 

0.4%Na20, 0.1%Ti02, 14.4%Ig.loss이 었으며 , 하동 WB급의 생 산율은 

77.0wt.%, 품위는 44.6%Si02, 36.1%Ab03, 0.8%Fez03, 1.8%CaO, 

0.2%MgO, 0.5%K20, 0.6%Na20, 0.1%Ti02, 13.7%Ig.loss, PB급의 생산 

율은 81.7wt.%, 품위는 44.6%Si02, 35.5%Ab03, 3.8%Fez03, 0.7%CaO, 

0.6%MgO, 0.6%K20, 0.4%Na20, 0.2%Ti02, 13.8%Ig .loss이 었 다. 

6. 정광을 대상으로 가소성과 소성 백색도 등을 측정한 결과， 대명 WB급 

정 광의 가소성 치 와 소성 백 색 도는 33.00%와 95.35. PB급은 34.98%와 

90.11이었으며， 하동WB급은 33.39%와 95.62, PB급은 31.86%와 86.78로 

비교적 높은 가소성치와 백색도이었다. 

7. 철분이 다량 함유된 저급 고령토를 이용 착색안료를 첨가하지 않고 

1200 0C 이하에서 소성하여 적황색 계통의 칼라 골재를 제조할 수 있어 

기존 제품의 대체가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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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Na-Montmorillonite와 9- 0ctadecylenetrimethylammonium cation 및 

hexa- decyltrimethylammonium cation을 양이 온교환반응시 켜 얻은 

organophilic montmorillonite 층간화합물 ODTM-Mont와 HDTM-Mont에 

대한 분석결과， 양이온교환반응후 젖은 상태하에서 x-선회절분석을 한 

결과 ODTM- Mont 및 HDTM-Mont에 대하여 각각 26.4A 및 22.9A 이 

었으며， halide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증류수로 세척해 준 뒤에는 각 

각 25.0A 및 22.5A (8번 세 척 후)， 24.9A 및 22.5A (11번 세 척 후)의 

층간거리가 얻어졌고 고진공상태하에서 650C로 30h 건조시켜 준 뒤에는 

층간거리가 각각 18.6A 및 18.5 A으로 낮아졌다. 이 층간거리로부터 

두 경우 모두 유기양이온이 층사이에서 수평하게 누운 이중층을 형성 

함을 알 수 있었다. 

9. 고 진공상태 하에서 건조하여 얻어진 ODTM-Mont 및 HDTM-Mont가 

상이한 팽윤용액과 층간화합물을 형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실험결과， 

두 경우 모두 사용된 모든 팽윤용액과 상당한 층간거리확장과 더불어 

층간화합물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HDTM -mont.의 경우 

에는 36.4 - 42.7 A의 층간거리가 얻어졌고 ODTM-mont.의 경우에는 

toluene과의 반웅시 54.3A 의 층간거리가 얻어졌으며 o-xylene， 

m-xylene 및 p-xylene과의 반웅시 에 는 각각 51.7 A , 51.4A 및 51.7A 이 

얻어졌다. 그 외의 다른 팽윤용액과의 반웅시에는 39.8A -43.9A의 층간 

거리가 얻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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