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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Objectives and significance 

Up to now, it is estimated that more than 50 million tons of mineral 

wastes have been generated mmmg industries and deposited on the land in 

Korea. Much of cultivated land and hilly areas have been occupied by this 

wastes, which cause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Utilization of the mineral 

wastes is preferable to stabilization because full use would both eliminate 

the waste and broaden the mineral resource base.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utilization techniques of mineral wastes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improving the environment but also for resource conservation. 

1n countries with high population and poor natural resources like Korea, the 

utilization of these wastes is essential to decrease the environmental 

problem and the secure the resources and the study on this field play a 



important part.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utilization techniques of the mineral wastes 

II. Contents and Scope 

In first year' s research, the contents and scope of this study are 

1) Present condition and Field Survey on the mineral wastes with respect 

of their utilization 

2) Reviews of Current effects and researchs to utilize mineral wastes 

3) Characterization of mineral wastes and environmental test 

4) Evaluation and study on the utilization 

m. Results and Recommendations 

l. Present conditions and Field Survey on the mineral wastes with respect 

of their utilization and analysis of the mineral wastes was conducted to 

examine available waste deposits with respect to their suitability as sources 

of raw materials for utilization and to determine an order of priority. Three 

different metallic mineral wastes from 8 mines were tested gold and silver 

mines CKumjung, Jeil , Enchi, Dadeok) , tungsten mine CSangdong) , and lead 

and zinc mine CYeonhwa). 

2. The average particle sizes (d50) of samples are in the range of 45 to 175 

μm with normal particle size distributions. The main mineral of all samples 

is quartz and the mineral wastes of lead and zinc mine contain iron, sulfur, 

and heavy metals such as lead, arsenic and cadmium. 

3. For environmental pollutions, all samples passes pH tests but samples of 

? 
ι
 



not satisfied the dissolution test of heavy and Dadeok do Kumjung , Enchi 

metals. 

4. The success of the utilization is dependent primarily upon their economic 

potential of the A vailability @ are cntena economlc the and feasibility 

@ cost of recovery 。 nature or tenor of the potential resource, resource, 

@ cost of transportation and marketing, (5) price of the marketable product. 

valuable the and tested wastes minerals the of minerals mam The 5. 

i- cement 

1- silica brick 

i - clinker tile 

기 

valuable products 

products are follows 

main minerals Mines 

- Si02, Fe20 3, CaO 
Sangdong 

- lightweight concrete 

valuable metal (Au, Ag) recovery 

- minor Ab03, K2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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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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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lux for nonferrous metal refining 
I (Jeil : < 8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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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ide form - - > oxide form 

- SiOz, FeSl 2 - brick , lightweight concrete 
Yeonhwa 

(S : 7- 10%) low grade filler 

ferrite , pigment 
sulfide form - - > oxide form 

Enchi i - Si02 
i - pigment, filler 

~ 
Dadeok - minor Ab03, Fe~03 I 

1- build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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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ith considenng technology, economics and social concem , the mineral 

wastes from Sangdong, Jeil and Yeonhwa mines can be utilized in 

comprehensive ways. The wastes from Sangdong mines can be used as 

building materials to make cement, concrete, blocks and so on. Tailings 

from Yeonhwa mines can be utilized as pigment and ferrite materials with 

mineral processing and roasting. On the other hand, the concentrate 

containing gold and silver and silica can be retneved from Jeil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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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국내의 광업분야는 매장량의 저품위화와 고갈， 그리고 중국을 위시한 개발도 

상국으로부터의 저가의 광산물 수입 등으로 인하여 1970년대를 고비로 침체기 

에 접어들기 시작하였으며 근간에 들어서는 가행광산이 몇군데 되지 않을 정도 

로 위축되어 있다. 지금까지 1,5007B 이상의 금속광산들이 휴，폐광된 상태로 

전국에 산재되어 방치되고 있으며 1 ) 이들의 사후 관리 미비로 인하여 많은 환경 

적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광미 및 폐석에서 유출된 중금속을 함 

유하고 있는 폐수에 의한 인끈지역의 지표수， 지하수 및 토양의 오염과 광미 

분진에 의한 대기 오염 등이 사회적 관심사로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민 

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근자에 들어 상동 중석광미 그리고 금정광산의 금，은 

광 광미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문제화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연구소를 중심으로 광산지역의 광 

해조사 및 대책연구가 수년동안 수행되고 있다2，:1，4，5 ) 즉 우리나라의 지역별， 광 

산별 광해내용을 조사，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광해방지대책 및 광해복구기술에 

대한 연구를 행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광산폐기물의 환경방지 대책 위주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방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광미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유실방지용 옹벽을 설치하여 우수 

침투방지 및 지하수 차단 등으로 광미중의 중금속 용출방지와 퇴적된 오염물질 

의 제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해중금속으로 오염된 농경지에 대하여는 석회 

및 규산질 비료의 사용 또는 객토 등의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은 광산폐기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 즉 광산폐자원의 적당한 용도를 개발하여 활용하면 위에서 언급한 환경문 

q J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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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한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측 

면에서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6，7) 광산폐기물을 활용한다면 이는 더 이상 폐 

기물이 아닌 자원의 개념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따라서 광산폐자원이라고 호칭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매립지 부족현상을 해결 

할 수 있고 폐기물 처리부담에 따른 생산원가 또는 관리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천연 

부존자원이 빈약한 경우 광산폐기물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관심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의 활용 가능한 

광산폐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 

는 실정이다8)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와 이들의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국내의 활용 가능한 광산 폐자원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행하고 이들의 물리 

화학적 물성， 광물학적 성질 그리고 환경 특성 등을 평가하여 활용성， 경제성 그 

리고 환경성을 검토하고 유망 대상 광산폐자원의 활용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제 3 절 연구 범위 및 수행방법 

1차년도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국내광산 폐자원의 현황 및 실태 조사 

환경적 위해요소가 높고 폐기물 양이 많은 비철금속 광산을 중심으로 3종의 

광미 (연 · 아연광미， 중석광미， 금 • 은광미)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광산들의 

현황 및 현장 실태조사를 행하고 시료를 채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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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광산 페자원의 처리기술 분석 및 국내 적용성 검토 

국외 (미국과 카나다 중심)의 광산폐자원 처리실태 및 사례 조사 분석을 하 

고 국내 광산폐자원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3. 중요 광산폐자원 (광미) 의 물성 평가 

활용의 가능성 및 용도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국내 

주요 비금속광산 광미에 대한 입도분석， 화학성분분석， x-선 회절분석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광물학적 성질 그리고 환경 위해성 등을 조사， 평가하였다. 

4. 광산폐자원의 활용성 검토 

광산폐자원의 물성， 환경성 그리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활용 타당성을 검토하 

고 2차년도에 수행할 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대상을 검토하였다. 

f h u 
1 , i 



제 2 장 국내 · 외 광산 폐자원 처 라 현황 

제 1 절 국내 광산 폐자원의 현황 및 실 태 조사 

1. 국내 현황 

우리 나라에서 단일 광종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던 석탄 광산도 에 

너지 가격의 지속적인 안정세와 채굴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급격히 쇠퇴하였 

다. 특히 석탄합리화 사업(‘89- ’93) 기간 동안만 광산 수로는 약 80%, 생산량 

으로는 약 61%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른 폐광 및 폐석에 의한 환경 오염 문제 

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석탄 폐석은 산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혈 

암과 사암이 주 구성암이며 구성 광물은 운모， 녹니석， 석영， 활석 등이다. 화 

확조성으로는 Si02 및 Alz03의 함량이 비교적 높고， CaO, Na20. K20 등의 함 

량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석은 내화물 원료로 이용하거나 원료광물의 

회수가 가능하다. 

석탄 폐석 중에는 미립의 석영 흑운모， 철 산화물과 공정석이 공생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의 회수-활용이 가능하다. 양정일 등은 도계 및 경동 탄광의 

선탄 폐석을 이용하여 합성 제올라이트를 제조한 결과 양이온 교환 능력이 매 

우 우수하여 농업용 내지 공업용 원료로서의 가능함을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석탄 폐석은 그동안 폐석장을 안전 조치하는 사방공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약 80%에 달하는 면적의 사방공사가 완료되었다. 석탄을 열 

원으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많은 양의 석탄회가 발생하는데 fly ash는 프 

라스틱 산업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bottom ash의 건설용， 미끄럼 

방지제， 배수용， 콘크리트 부럭용 등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 

다. 

고령토 정제 후 버려지는 폐기물은 적벽돌용 점토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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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Fe203, Ti02 등의 불순물이 적고， Ab03 함량은 높은 장점이 있어 벽돌 

소지용 원료로서 이용할 수 있다. 이상훈 등은 경남 산청지역의 알루미나 회 

수 잔사에 탄소 침가량에 따라 처리용도 (1.300 -1.400 OC) 처리시간에 따라 

질화하면 SIC, ß - SiN, AIN, ß -Suakib을 생산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보온재， 콘크리트 첨가제， 토질 개량제， 지반 안정제， 시벤트， 염료， 슬래그 섬 

유， 응집제 등의 용도에 기술적 검토가 요망된다. 

당진 송산에 야적된 도석 폐석을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산업화 하였다. 석재산업은 원석을 파쇄， 절단가공 과정에서 

보통 8 mm 이하의 폐석이 전체 생산량의 25-30 %에 이른다. 이 폐석을 부순 

모래를 제조하여 골재로 이용하거나 석영， 장석， 운모 등의 유용광물을 효과적 

으로 분리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다. 

석회석 광산의 경우 제품의 10-15% 정도 폐석， 저 품위광이 발생하고 있으 

며 이에 대한 활용이 비교적 잘이루어져 있으며 표토 및 기타 소량의 폐석은 

대부분은 환경 위해적 요소가 적어 되메움이나 매립하고 있다. 철 광산의 폐 

자원의 현황은 폐석 저품위광의 대부분은 환경 위해적 요소가 적어 되메움이 

나 매립하고 또는 도로 로반재로 활용하여 현재 폐자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현장 조사 

현장 조사는 비철 금속 광산 폐기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8곳을 선정하였고 그 현황을 표1에 나타내었다. 

- 광미사로 인한 환경 위해적 요소가 있는 곳 

) 도로 여건이 양호하고 광미사의 양이 충분한 곳 

- 광미사 중 미 회수된 유가 금속이 함유되어 회수 가능성이 있는 곳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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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1 Tailing pond dam of Sangdong Gupeje 

Photo. 2- 2 Tailing pond dam of Sangdong Gupe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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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3 Tailing pond dam of Sangdong Sinpeje 

Photo. 2- 4 Tailing pond dam of Sangdong Sinpe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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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5 Tailing pond dam of Yeonhwa 1st mine 

Photo. 2- 6 Tailing pond dam of Yeonhwa 1st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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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7 Pyrrhotite tailing of Yeonhwa 2nd mine 

Photo. 2- 8 Tailing pond dam of Yeonhwa 2nd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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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9 The water from Enchi mine 

Photo. 2• 10 Tailing pond of Enchi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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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11 Tailing pond of Kumjung mine 

Photo. 2- 12 Kumjung mine (having the risk of 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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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13 Dadeok mine(Soil contamination with reagent) 

Photo. 2- 14 Tailing pond of Dadeok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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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15 Tailing pond of ]eonju 1st mine 

Photo. 2- 16 The mineral processing of ]eonju 1st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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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외 광산 폐자원의 현황과 실태조사 

1. 광물 및 금속 폐기물의 원천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윤회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 사회는 지각으로부터 광 

석과 탄수화물을 채취하여 이를 처리 정제함으로서 단순 금속， 화공품 또는 정 

제원료로 전환한다. 정제원료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합금， 세라믹， 전자재 

료， 포리머， 복합소재， 등으로 더욱 고급화한다. 제조품이 수명을 다하면 폐기 

물로서 흙， 물 혹은 대기중으로 유입되거나， 혹은 원료로 다시 순환시킬 수 있 

는 물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분해시키기도 한다. 

물질의 순환 중 어느 단계이든 폐기물은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원료의 일 

부가 순폐기물로 되는 정도는 공정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존한다. 예 

를들면 금속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스크랩은 경제성 변에서 생산공정에 다시 

투입시키므로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 반면에 비경제성 때문에 버려지는 많은 

양의 폐기물은 Fig. 2→ 1 에 보이는 바처럼 생산공정의 여러 단계에서 발생한다. 

여기에는 표토， 저품위 광석， 광미， 슬러지， 슬라임， 분진， 슬래그 및 석탄회 등 

이 포함된다. 

분 상태의 다양한 폐기물은 함유된 금속이나 광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인위 

적 중요 잠재 매장량이 된다.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광산， 채석장， 등 

작업장 근처에 많이 붙혀있다. 실지로 대부분의 금속이나 비금속 광석을 채굴 

할 때 많은 양의 표토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예를 들면 미네소타에서 

는 대량의 노천 철광산 부끈에 점재시켜 왔으며， 유타를 비롯한 다른 서부지역 

동광의 표토나 저품위 광석 등을 부근의 협곡이나 계곡에 폐기해 왔다. 

이와같은 상태로 많은 양의 광산 폐석들을 인， 석탄， 납과 아연 및 비금속 광 

물을 채굴할 때나 선별처리장에서 처리하여 왔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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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2-1 Materials supply, utilization, and dispos허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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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채굴법은 폐석을 갱외로 반출시킬 뿐만아니라 채굴적을 지지하도록 유 

용광물의 20-50 %를 광주로 남겨놓아야 한다. 최신의 채굴기술과 비채굴 침 

출법의 적용은 채굴이 포기되는 광주를 회수할 수 있다. 

저품위 광석을 선별할 때 많은 양의 광미가 발생된다. 발생되는 광미의 양 

은 선별효율과 채굴된 광석의 품위나 산출상태에 따라 다르다. 선별공정에서 

얻어진 정광은 제련소로 보내어 조금속 슬래그 연도가스 및 미립폐기물이 발 

생된다. 또한 정련이나 제조단계에서도 슬래그， 용융표면에 떠있는 찌꺼기， 증 

기 등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원료와 정제된 광물이나 금속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국내 고품위 광석의 고갈과 더불어 광물이나 금속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보다 품위가 낮고 광물학적으로 복잡한 광석을 채굴하여 처리해야만 한다. 이 

결과 채굴량과 폐기물 양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엄격한 규정과 고비용의 환경 

요건에 당면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광물산업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폐기물의 재활용과 이용은 에너지를 보전 환경파괴 폐기물 처리비의 

감소， 및 광물 원자재의 공급에 대한 언쟁을 줄일 수 있다. 

2. 미국의 광물폐기물 활용 

채광， 선광， 및 제련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연간 약 23억 톤에 달한다. 여기 

에는 가스， 분진， 슬래그， 슬러지， 슬러리， 노천광산의 상토， 광미와 잔사， 선탄 

폐석， Fly ash가 포함된다. 

폐기물 발생업종 중 8 개 산업이 전체의 약 88%를 차지한다. 몇종류의 폐 

석은 재활용할 수 있는 화학적， 물리적 또는 물리화학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어떤 것은 적당한 처리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속과 광물을 함유하고 있다. 

폐기물 중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도 있다 그러나， 경제여건， 환경규 

제， 광물공급 및 에너지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이들 자원의 잠재가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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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단념하지 말아야 한다. 폐기물의 이용을 위한 여러 가지의 타당성 연구 

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연구 중 어떤 것은 폐기물을 직접 이 

용， 또는 함유되어 있는 금속이나 광물 성분의 회수를 위한 공정이 산업화 되 

었다. 연구의 결과와 여러 가지 공정의 응용실예는 기술자료에서 상세히 언급 

하고 있다. Table 2 -2는 폐 기 물 발생 량을 나타낸다. 

Table 2- 2 Wastes generated by the mineral and fossil fuel industries (1975)5) 

(thousand tons) 

Indust:ry Mine Mill Washing Slag Processing plant Total 
waste 떠iling plant rejects wastes 

Copper 680,400 266,CXXl 5,200 962,400 

Iron and steel 257,CJ:'I) 154,600 26,CXXl 2,200 440,700 

Bituminous coal 12,800 107,100 119, CJ:'I) I 

Phosphate rock 216，αu 137,300 4，αu 5O,CXXl 407,300 

Lead-zinc 5,200 17,400 1 ，αx) 23,600 

Aluminwn 14,200 14,700 

Anthracite coal 2，αm 2，αm 

Coal ash 67,800 67,800 

Othera 285,%b 잃5，CJ:'I) 

Totals 1,182,300 엄8，800 247,400 35,200 420,600 2,324,300 

a Estimated waste generated by remammg mineral mmmg and processing 

industries. 

b lncludes iron and steel scrap and secondary nonferrous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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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산업에서 연간 약 22백만 톤의 분이 발생하는데 Table 2-3은 그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분은 다양한 분야에 이용할 수 있지만 단지 소량만이 활용되 

고 있다. 철 슬래그는 시멘트， 부럭， 광섬유 및 도로용으로 쓰인다. 그러나， 

비철 슬래그는 그다지 활용되지 않는다. 합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분， 부스러 

기， 밀 스케일은 크롬， 니켈， 모리브덴은 재활용 자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수년 전 통계에 의하면 스텐레스 강 공장에서 분으로 유실되는 크롬， 니켈， 

모리브멘의 연간 양은 각각 2.3백만 톤 0.5백만 톤 및 40 톤으로 평가되었다6) 

밀 스케일과 부스러기로 손실되는 양은 분에의한 손실량의 2배가 된다. 이러 

한 유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공업적 진전은 매우 저조하다. 

표층은 보통 노천광산을 개발할 때， 폐석은 지하채굴할 때 발생하게 된다. 

표층의 제거량과 특성은 광상의 종류와 채굴방식에 따라 다르며， 표층은 상층 

토， 중층토， 마사 또는 암석으로 구분한다. 비금속 광석의 표층은 대개 흙과 

Table 2-3. Analysis of characteristic steelmaking dusts4) 

Constituent Electric fumace Basic oxygen 

Fumace 

Fe 33.2 55.7 

C 0.3 0.44 

Si 1.6 3.2 

Ca 0.92 3.8 

S 0.48 0.11 

Pb 2.6 0.4 

Zn 14.8 6.3 

Cu 0.27 0.03 

Mn 3.3 0.54 

1 , 
i 

q 
1 u 



모래， 자갈， 소량의 암석으로 구성되지만 금속광석의 표층은 대부분이 암석으로 

되어 있다. 수갱， 입갱， 통기갱을 채굴할 때 많은 양의 단단한 폐석이 나온다. 

폐석이나 표층의 제거방법은 광상의 종류， 부피， 채굴법 및 폐석의 특성에 따 

라 다르다. 표층의 제거는 도저， 스크레이퍼， 드래그라인， 쇼별 및 트럭， 로더 

등의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때로는 콘베어나 광차가 이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제거되는 표층은 광산 근처의 폐석장에 버려진다. 폐석의 운반 

은 광차， 콘베어 또는 리프트가 이용되며 때로는 선광 폐석과 함께 처리되기도 

하고 갱내 채굴적에 쌓기도 한다. 

황철석， 중금속， 방사성 성분을 포함하는 폐석이나 표층은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이 가장 크다. 방사성 물질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중금속이 

나 황화물은 표면이나 지하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품위 광석을 폐기할 때 분리하여 쌓아 둠으로서 향후 재 

활용할 수 있다. 폐기물 중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의 회수는 시장가격이 상승 

한다거나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여부에 달려있다. 저품위 광 

석은 오랜기간 방치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영원히 이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 

광석을 채굴한 후에는 주성분 광물을 농축한다. 농축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우라늄을 얻기 위한 화학처리 공정， 금속광석의 선별공정， 입도 분리공정， 분쇄 

및 부유선별 공정 등에 따라 다양하다. 

폐석은 처리방식에 따라 건조 상태이거나 또는 젖은 상태일 수도 있지만 슬러 

리 상태가 일반적이다. 정제공정의 슬러리 폐기물은 폐기물의 물리 화학적 특성 

과 처리공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즉， 점토업체에서는 grit, 인 

처 리 공정 에 서 는 slimes과 waste sand, 석 탄 산업 에 서 는 black water, 금속광의 

경우는 tailings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는 광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광미 처리장의 크기는 작은 웅덩이부터 4 k마 이상의 대규모까지 있으며， 대 

개 광산이나 처리장 부근에 위치한다. 이 곳에는 갱내 유출수， 인근지역에서 

” “ 



배출된 슬러리， 다른 공정의 폐기물 등이 유입되기도 한다. 광미의 일부는 갱 

내 채굴적이나 건설재료로 쓰이거나 유용광물의 회수를 위해 재처리 된다. 

슬러리 댐이나 폐재댐은 두가지 목적이 있다. 즉， 고체로부터 액체의 분리와 

고체의 저장이다. 보통 고체 침전물은 폐기되지만 액체는 채광이나 선광장에 

서 재 사용된다. 광업에서 선광 폐기물은 폐기처리가 단순하지 않으며， 또 환 

경문제를 안고 있다. 처리해야 할 부피가 많음 점과 폐기물의 물리 화학적 성 

질이 처리문제를 쉽지 않음을 말해 준다. 처리해야 할 부피가 크다는 것은 폐 

기처리장의 규모가 방대함을 의미하며 지하수 토양 및 하천 오염의 잠재성이 

크며 여러 부문의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많은 경우 갱내수， 지표수 및 선광 폐수는 하천에 방류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처리공정은 고형 폐기물인 슬러지를 배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들면 

산성의 갱내수를 처리할 때 황산칼숨과 금속 수산화물을 함유하는 슬러지가 만 

들어 지고， 노천광의 지표수와 폐석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전물은 침전지를 거치 

게 되는데， 이러한 침전물의 부피는 다른 원천의 광산 고체 폐기물과 비교할 

때 얼마되지 않는다.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슬러지는 적은 양이며 환경오염이 

적으므로 광미， 표토와 함께 채굴적에 폐기한다. 

오염된 산물， 시약 및 장비， 건설 폐기물， 사무실과 수리실의 폐기물 등을 지원시 

설 폐기물이라 하며 이와같은 폐기물은 보통 폐재탬이나 매립지에 버려진다. 정상 

적 상황에서 폐기처리는 단순하고 환경문제가 없으며 그 부피도 적은 편이다. 때 

로는 시약과 같은 폐기물을 폐재댐에 폐기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RCRA(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U의 8002 조는 광산 폐 기 물 

의 발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정부는 내무 

부와 협의하여 개발중에 있거나 폐광한 지하 및 노천 광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 

향 즉， 인간， 물， 대기， 건강， 복지， 천연자원에 대한 폐기물의 영향에 관하여 연 

구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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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공업체， 정부기관 등에서 폐기처리 및 재활용， 오염 방지 및 완화를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과 수단에 관하여 연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 다음과 같이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 

(1) 광산에서 연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과 원인 

(2) 현재의 폐기방법 

(3) 분진에의한 대기오염과 유출수로 부터 환경과 인체의 위험 잠재성 

(4) 현재 폐기방법의 대체 가능성 

(5) 대체방법이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 

(6) 2차적 자원으로서 폐 기 물의 이 용 

광무국 자료， 간행물， 산업체 정보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PEDCo 환경(주)는 

광공업체에 대하여 광석의 종류， 부산물， 사용되는 선별법 및 침출공정을 조사 

하였다. 업체 규모는 가행광산 수와 광석 분포에 따라 구분하고， 업체를 금 

속， 비금속 및 고체연료의 3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미국에서 연간 발생하는 고형 광산폐기물 양은 23억 톤으로 평가된다. 석탄 

산업체의 폐기물(표토， 폐석) 양은 자료부족으로 제외하였지만 이를 고려한다면 

다른 모든 광업체의 폐기물 총 발생량 보다 많을 것이다. PEDCo 자료에 의하 

면 석탄광업을 제외한 1975년 고형 폐기물의 발생량은 68 %가 폐석이고， 32 % 

는 광미가 차지한다. 노천광산은 지하 광산보다 약 23 배의 고형폐석을 발생 

한다. 폐석발생량은 석탄광을 포함한 고체연료 분야에서 가장 많으며 금속광 

물， 비금속광물의 순이다. 발생된 고형폐기물의 85 %를 5 개 산업종(동， 철， 

인， 우라늄， 석탄)이 차지한다. 

고형 폐기물의 특성은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성질의 차이로 판 

단하였다. 석탄광산과 금속광산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특성은 상당히 복잡하며 

비금속 광산에서 발생하는 폐석보다 심각한 환경오염이 잠재하고 있다. 

예를들면， 이 폐기물들은 산성침출수와 중금속 유출수를 만드는 불안정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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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광물을 함유한다. 방사능 물질은 우라늄 광산이나 처리공정의 주 관심사이 

다. 이는 몇몇 인광이나 금속광산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광미는 방사능 물질 

의 주 원천이며， 슬라임에 80 %, 나머지 20 %는 굵은 입자에 분포된다. 우라 

늄 광미는 풍식작용에 의하여 광산 주변으로 흩어지고 있다. 

PEDCo는 가행중에 있는 광산과 폐광산을 조사하였다. 폐광산이나 휴광중에 

있는 광산에 대하여는 Paone 등7)과 Martin and Mills8) 의 평가 자료가 있다. 

채굴작업에서 발생하는 표토와 저품위 광석은 가치가 없는것으로 여기는 것 

이 관례적이다. 그러나 에너지 소모와 환경오염 변에서는 단위 광석량으로 부 

터 가능한한 최대의 유용광물을 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리， 철， 석 

탄광 및 인광 등의 폐석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실제로 여러곳에서 재평가되어 

개발 가치가 잠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채광 및 선별기술의 발전은 공정 

을 개선시키고， 폐기물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한다. 

Table 2-4는 채광과 선광 조업에서 발생된 고형 폐기물의 폐기처리， 재활용 

및 안정화 방법을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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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Method employed for the disposaνutilization， stabilization, and 

control of solid wastes generated by mining/beneficiatin operations 

Type of 
DisposaVutilization method Stabilization/control method 

solid waste 

Overburden(s 
c Saentodc ank odpnil ue msned aed mrjgaercoe oununttds tido me1 snu seldospa-

Maintenance of an angle of repose to prevent landslid 
urface rr디TÚng) mg anψ'or excessive slope erosion. 
kand (u waste roc 

ndergrou- es of open pit 
Ecdrimtuchsptleoinsyg,m w aeginntednb otrfse) pa, kh aysn,sdi wc vaaeltge (reejt.ngagt ,i)v, ceo Cnh steuorrnufiracicnaerg s ( iwtnatebetirtlicinzeagpttieo arnnd ndmining) 

techniques to control surface water and air pollution. 

IfO paytniotne lS p mreesent in the overburden, separatlOn and 
isolation of the overburden is in order to prevent the 
emlSSlOn of the assoclated hazardous wastes (heavy } 
metals and the corrosiveness associated with the acid 
water produced) 

BackfillinvagerreTa oefsrn p aordvejaValcloe alntlStl sy mur efx- EChmeprnlolcyamle (nt of physical (Wlndbreaks and an wdat veer1gnegta),tl cavated areas adiacent to the 
active overremoval at surface wettingand crushing agents), and vegèbtive 

mmowfiiann useitnnesdge r (rbo mgcloerkcot.hkuo-ndcd)uC rr/ Bubnaocexks-fci Wlulitlnthg 
SUIface stabillzitIon techpmololuues to control surface 
water and fpeupo-Uic1traievboele dust tlOn at surface Itunes Not 
gadendletrloalnlyal a to o npdeenrg pit n cdop mpelrr mining. Nothing 

reqU1red at underground rrunes 

Utilization as construction Mirumal stabilization/control required, excaenpot for sur-
mocroant esemtrr1ubaac1nti (koemn.g)e ,n taili hnlg잉s dam pression of fugitive dust during transfer and hand.ling. 

ts, highway 

Talunn1lgls from Tailings pond the mílls of For new faclh3euleecst,i conduct l porcealtlmlna Wrlyt site evalumns 
both undergr for ultimate selection of a location with the least ad-
ound and sur verse impact on the environment (if pwraitchtical , a slte 
face mines with an impervious material base or with an underly -

ing aquifer sufficlently depressed to preventv geroound-
water contamination, and one which is removed from 
accumulation of surface water runoff) ‘ 

Construction of the tailings dam and embankments by 
prescribed engineering design practices to ensure stru 
ctural stability 

U me mater1al under asgjo tr려peaelltsnegr osf th m paonend ψ has m a/ s s,aturated mhyedr baou1llc conductlvity 1 c sealing 
ottom and inner epo pnodnd o tnota pinresvent 

contamination is necessary if the pond contains hazar-
dous wastes such as pyrite- rich tailings 

EssoSulnIlutlrmlf doala Snn3m따eageUjε sm a (tttn3lroe) mna om n)fe딩 ts mo mXu tlhlm mlllrlI，。laU(ZXU니I2Znelm)IghngI mZ C (ePa1 oj)f 1 end ivt geaa slcpiruyUu。rcnfriag Uggnuscgoe s pnu ao ofiEnfedca w le dan (gtltshcru fhroe fa uoreggrkhe a ωrd 

WsFlIet troytheedeanu slmtetcmaes en 1dl m liSa Mmrd lIm enlsefahpt ( a re manem gdrl‘ oc lefa w anld [lhgjaiuutlchusehnta tgm m。psHe de pe ptanostnnmd o 야ovf di rrSa aitsiltnOci11。1ehnnna1im oIfgfS ‘el a Sl pa1ul @‘mtofei wf] dC Su Qle m truonfaetace 

required solids settling time) 

-36-



Table 2-4 Ccontinued) 

Type of solid Disposaνutilization method Stabilization/control method 
waste 

Employment of physical (windbre하‘s ， interceptor di-

tches and watering), chemical (wetting and crusting 

agents), and vegetative surface stabilization techniqu 

es on tailings dam and embankment slopes and on 

dry , inactive areas of tailings pond to prevent sur-

face water and air pollution 

Backfilling underground Ensure that potentially hazardous t떠lings sluice 
mines (either by sluicing or water does not make contact with an infiltration 
truck haulling) gallery to a subterranean aquifer. 

When dry tailings (such as coal gob piles) are used 

to backfill underground mines , supress fugitive dust 

from transfer and handling of the material 

Utilization as construction Minimal stabilization/control required, except for 
material (e.g. , tailings dam or 

suppression of fugitive dust during transferand 
embankments, rrumng ha비 

handling. 
roads, aggregate for asphalt 

paving material and concrete 

for highway and bu뻐ng 

construction) and as agricult-

ural additive as a fertilizer 

filler or supplement 

Miscellaneous 

wastes. lncludes Combination with overburden, Mi띠mal stabilization/control methods required in 

mine site deve waste rock, and/or tailings ‘ addition to those prescribed above. 

lopment wastes 
(e.g. , drilling m- Separation disposal in sanita Periodic coverage of garbage with innert material 
uds, scalped ve • ry landfill on or off site. not subject to emissions of fugitive emissions 
getation), const- (similar to prescribed sanitary landfill methodology) 

ruction debris, 

and domestic g Lake/marine disposal Very little can be done prior to or after discharge 

arbage from fo- of the tailings to the lake or marine environment. 

od consumed on lsolation of the lake from discharge to the surface 

slte. streams is possible, but often practiced.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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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나다의 광물 폐기물 활용 

카나다의 광산， 금속 및 화공산업에서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로 버려지는 폐 

기물 발생량은 연간 약 800 x 106 톤이다. 폐석과 슬래그 같이 굵은 것은 철도 

자갈， 도로， 댐， 방파제의 건설에 이용된다. 그러나 미립자인 광미， 연소분말， 

화학공정 슬러지 등은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미립폐기물은 여러 종류 

제품의 충전제로 활용할 수 있다. 광물질 충전제는 물리적 성질을 개선 혹은 

변화시키거나 고가원료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불활성 물질이다. 많 

은 광종의 광물들이 충전제로 이용될 수 있지만 흔히 사용되는 것은 석면， 중 

정석， 벤토나이트， 탄산칼습， 점토， 규조토， 장석， 운모， 네퍼린 싸이에나이트. 파 

이로필라이트， 규산， 활석， 등이다. 이러한 광물들을 상품화할 때는 단독으로 

또는 혼합하여 사용한다 : 

아스팔트 혼합물 

세제，표백제 

콘크리트 및 제품 

비료 

살충제 

리노륨， 바닥 타일 

페인트， 니스 

제지 

프라스되 

피
。
 

루
 
--, 0 
..l'- T 

대부분의 광물질 충전재는 상당히 엄격한 물리적， 화학적 규격을 요구한다 

(예， 제지용 장석， 페인트용 nepheline syenite). 아스팔트 혼합물과 콘크리트 

제품 같은 그 밖의 이용은 충전재 입자가 미분이어야 하거나， 충분한 양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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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야하고 또 저렴해야 한다. 광산， 금속 및 화공 업체에서 발생되는 광물 폐 

기물은 후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특정 폐기물의 활용을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즉， 

l. 시장에 대한 폐기물의 위치 

2. 제품의 충전재로서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안정성 

3.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판매 가격 

4. 계약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적합한 원료를 납품할 수 있는 생산자의 

검증 능력 

5. 광물 폐기물을 충전재로 사용함으로서 얻어질 수 있는 이익 : 저비 

용， 광물질 충전재의 수입감소， 광물자원의 보전， 제한적이지만 환 

경개선에 유익한 점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물질 충전재는 어떤 특정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 중 고가재료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면， 하소시킨 점 

토는 페인트용 안료로 쓰이는 고가인 이산화 티타늄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흔히 사용된다. 

프라스틱을 제조할 때 nepheline syenite와 탄산칼숨은 수지의 소비량을 줄이 

기 위해 사용된다. f1y ash와 석분을 이스팔트의 혼합물로 사용함으로서 소요 

되는 역청의 양을 줄일 수 있다. 

광물충전재는 물리적 성질을 증진시키고 개선하는 부가적 역할을 한다. 예 

를들면 유동성， 색， 페인트 색조의 유지， 경도， 강도， 고무의 찢김 방지， 등이 향 

상된다 몇가지 제품은 충전제가 다량 첨가된다. 예를 들면 역청성분은 중량 

50 % 이상의 충전재를 보유할 수 있다. 페인트， 제지 및 고무용은 고순도， 고 

성능의 광물 충전재가 요구되며 순도， 색， 입도， 경도， 등에 있어 엄격한 규격을 

충족해야한다. 아스팔트 제품， 몰탈， 콘크리트의 충전재는 규격조건이 엄격하 

지 않으므로 저가인 저급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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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는 Canada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광물 충전재 목록으로서 용도 

및 소비량을 나타낸다. 이 자료에 의하면 1977년에 500x 103 톤의 광물충전재 

가 사용되었으며 여기에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된 flv ash 약 100 X 103 톤 

이 포함되어 있다. 

카나다의 충전재 생산량은 년간 250 x 103 톤 이며 나머지는 미국으로부터 

대부분의 광물 충전재를 수입하고 있다 그 양은 매년 250 x 103 톤에 달한다. 

수입 광종은 중정석， 벤토나이트， 석회석， 대리석， 운모， 규산， 활석， 규조토， 카 

오린， 홀러토， 등 이다. 

광물 충전재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아스팔트 혼합물에 쓰이는 것은 톤당 

8~ 1O 달러， 페인트용 고급 첨가제는 톤당 100~250 달러， 고무제조에 사용되는 

증발-침전 규산 같은 충전재는 톤당 500 달러 이상 호가한다. 평균가를 톤 

당 50 달러로 보면 1977년의 카나다 광물 충전재 소비량은 25백만 달러로 계산 

된다. 

광물폐기물은 저급 충전재가 이용될 수 있는 분야가 관섬의 초점이 된다. 

이 분야는 충전제의 고순도와 백색도를 중시하기 보다는 내구성， 입도， 밀도，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실예로는 골재 생산공장에서 발생하는 석회석 폐기물을 

아스팔트 충전재로서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응용분야의 20 %를 광물 폐 

기물로 대체한다면 카나다의 광물폐기물 충전재는 100x 103 톤의 시장을 확보 

하는 것이 된다. 광물 폐기물은 보통 높은 가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톤당 10 

달러로 계산할 때 광물 충전재 사용이 가능한 100 x 103 톤은 1백만 달러의 가 

치가 있다. 

오늘의 기준으로 볼 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 것은 폐기되는 재료의 잠재가 

치를 나타내는 동시에 이와같은 폐기물을 이용함으로서 소비자의 절략은 이 수 

치의 수배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카나다 동부 반경 약 500km의 두 지 역 (Toronto, Ontario 및 Mont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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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bec)의 광물 충전재 소비량은 연간 약 375 x 103 톤으로 집계되며， 카나다 

전체 소비량의 약 75 %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카나다 전체 수입량의 50 %가 

포함되어 있다. 

이 두 지역에는 많은 양의 미립 광물 폐석이 존재다. 대부분 순도가 낮으며 

시장과도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몇 곳은 시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므 

로 저급의 광물 충전재로서의 활용 잠재성이 있다. 예를 들면 아스팔트와 콘 

크리트 혼합물， 메지용 화합물， 접합 시멘트， 프라스틱 제조， 등의 분야에 이용 

이 가능하다. 

폐기물을 13 가지로 분류하여 Table 2-6에 나타내었다. 이 폐기물이 위치하 

고 있는 지역을 1-13의 숫자로 구별하여 Fig. 2 -→2에 표시하였다. 광물충전재 

로서 이용이 가능한 것은 Table 2 -6에서 8에 기술하였다. 

Toronto와 Montreal 지 역 에 서 많은 양의 광물충 전 재 를 사용하는 업 체 는 미 

국에서 수입하는 값비싼 충전재의 대체를 위해 몇 종의 폐기물에 관심을 갖고 

있다. 관심되는 것은 Quebec의 Beauharnois와 Becancoeur에서 규소 규소철을 

생산할 때 발생되는 규산 연무. Ontario의 Midland에서 석영유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규사 분진， Ontario의 Havelock에서 제거되는 미분， 시벤트 키른 분진 

과 Fly ash. 등 이다. 또한 이러한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는 업체는 이 를 판 

매할 수 있다든지 혹은 폐기비용을 줄이는 것에 골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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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Consumption of selected minerals as fillers9l 

Mineral 
Consumption 

(tonnes x 103) 

Asbestos N/ A 

Barite 5.0 

Bentonite 3.5 

Diatomite 16.0 

Fuller ’ s earth 6.0 

Kaolin 150.0 

Limestone, 150.0 

marble 

Mica 4.0 

Nepheline syenite 6.0 

Silica 20.0 

Talc , soapstone, 
34.0 

pyrophylite 

100.0 
Fly ash 

Portland cement 
N/ A 

Rock dusts 
N/ A 

1977, Statics Canada 

N/ A - not available 

Product or Application 

Floor tile, plastics, caulking , and sealing compound, 
asphalt products 

Paint and varnish, rubber, plastics 

Fertilizer, stock and poultry feed , rubber, paper 

Rubber, paper, fertilizer and insectcide dusting 

Soaps and detergents, paint and varnish , 
insecticides and pesticides 

Paper, paint and varnish , rubber, tile and linoleum 

Paper, paints, plastics, rubber, asphalt products, 
caulking and sealing compounds, fertilizers , 
insecticides 

Joint cements, paint and vamish, plastics 

Paint, rubber, plastics 

Gypsum products, fertilizers, paint and varnish , 
paper, roofing, rubber 

Paint, joint cements, gypsum products, roofing , pulp 
and paper products, rubber, plastics, insecticides, 
adhesives 

Concrete products 

Asphalt mixes, roofing products 

Asphalt mixes, mortars, concret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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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6 Mineral waste location and description in Quebec and Ontario9J 

1 Identification ! 
Location 

IAmount (tonnes) 
(total) 

Description 

2 ISilca 
Ifume 

|돼잃짧uga jg짧)lO (from 3 {體짧 잃짧짧짧O織s짧鍵§ 댐 
Harnilton Ont. I .... ~ .... " Icol1,1pounqs. õf ?ilìcon; alumjn 

Icarþon with .J:l1inor magnesjum, titanium. potassium, 
I sulfur, and alkali comr:iOunds 

jBeaut1arnm | 1cons1Sts of amorphous sll1ca (SlO2 Vanes fron 8a 
§$anCoeur, 1plants) |tO] 99% deFendlng on source), bulk density O 25 g/ 

cm'. 

3 1Calplte |oka, Que |4 x 106 (tot머 I <?때， 50% rninus 150 μm， principally calcite (75%) , 
tailings IVM, Io/ u t:. 1'-1 ^ W \LVLd.l) 1 with silicates (18 to 20%) , rninor apatite. 

4a 1關짧t I뚫letteC鐵:1짧)103 (from 5 |樹햇향 驗W繼號t없혔i램t劉摩 
l\ìíiêl1ãe1. ~"I Idust 

4b ICement IVilleneuve,Que 1 . 1 

kil때st I~짧잃짧짧g암dstω뿜o염띔흙짧§당닮t&Etkm(oα파〕πr 
C디la따r다ks‘{son. '1 Idus t. 
Bowmanville. 1 

1S t. Mary ’ s,1 
5 IDic.wciu I Q~e. • .. ~ J ~ï 

i i11cate I "'~~' IA(\ v 1(\3 1 Gr?y , ... rninus ~ ]._ mm, . . princ;ipally calc띠m l 
slag |H뼈s 140 X 103 I ~πnosilicate， CaSi04• with' miñor 

6 I n ~ : _ .. -1 IStation, Ont. 1 외umina， and calcium fluoride. Red mud I~ "-"'-'" _ ... . I 
I Br9:Nnish ~red.， .. minus .100 μm‘ cO f)sists principally ofl 

j 1 5 x lO |oxldes of sUmon, alumInurn, Iron sodlum, and j 
7a 1, . .. I Arv때 Que ! !tItanlum j 

lron ore l 1_ 
tailings 1, n , n O '" "" IGray , 35% minus 150 μm. pnnCl디lpa외lly amp미h비libo이lle and비 1꾀 1 

7b Iιμι'"""''''~，Js앉뼈h뼈lawv씨il…뼈II 
떠니미삐itng냥s 기-1ρQu뻐e. 1. ~ . ~f; "따Gray ， 909:6 .. rninlls_ 250 때，_ lLmestone, syenite,1 

| •10 x 10" (tot머 I tråprock-~(40%-"s(b2， --20%''''cåö:'--wÚh' aTúñi.ij.떼 

8 ITraprock I Mannora, Ont. 1 ImagnesiaJ. rninor pyrite and pyrr뼈te. 
tailings 1 I _~ .~ :l IGray, 100% qlin.us 850 μm， 35% rninus 1()() tLm,1 

1.. . . _ 150 x 10 ’ Itraprock, plagioclase. am'pnibole. quartz, chlonté l 
9 |Dolornlte |Havelock Ont ! | (45% SIb2 22% A꾀 l 

tailings I 10 1 '~W"5~ 13 X 101 
Talc IKi lmar, Que 

Off~site ， 100% minus 150 μm， principally dolornite 
magnecite and caJcite. some serpentine. 

Fluorogy IHighwater. 
psum IQue. 

IOff- white, 8.5% minus 45 μm， principaJly dolornite 
4 x 10' I ~~d magnesite with as much as 20%r~f'tal~ 

Içray- white. 7pJ1í~ " min.u.s 1~0 μm， , 'pSlnçipally' 
30 x 10" Ifluorogypsum ('75%) with anh'ydrÍt:Eò!' (25%)rand 

minor quartz and fluorite, slightly aciclic 

ι IWhite, 85% rninus 75 μm， principally quartz (99% Y.a.ria1;>le. up to l 
300'tl~~èek U [J ,vISiO:!) with minor metaJlic (mi ll) iron 

50 x lO l(from 2IGray-.white, QO% rrinJl~. 150 μm， . principaJly 
Inepheline syenite ,with feldspar. mica, hornblèndè. plantsl “ 
land magnetite (5%) 

11 

배
 

-
ι
 

I ‘ 야
 

) 뻐
 
@ e 

빨
 

-l I 
L 

Q 

닝
 
O a u 

12 

앞웹nFAine !Mld1and， OnI 

13b Itailings 
IPeterbrough Nepheline l 

~y~ë~;t~"~ l area. Ont 
dust 5 X 101 Off- white" 60% minu~. 45 μm， principilJly .nepheli.n,e 

syenite, plagioclase, K ~feldspar， arid mlCa; with 
minor magnetite and calcite. 

Peterbrough 
area, 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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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 

1. Fly ash 

llSA 2. Silica fume 

3. Calcite tailings 

4. Cement luln dust 

5. Dica1ciwn silicate sJag 

6. t1ed mud 

7. Iron ore 때tngs 

8. Traprock tailings 

9. Dolomite tailings 

llSA 10. Talc tailings 
11. Fluorogypsum 

12. Silica dust 

13. Nepheiine syenite tailings 

Fig. 2-2 Generalization flowsheet of copper tailing leaching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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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Mineral waste current and potential uses 

Uses 
Current PO야)πtκen따1πtial 

1dentification 
I N0 , I Waste 

1 IFly ash Road construction, land IAsphalt rruxes and in brick and block manufacture 
reclamation‘ additive to 
concrete 

2 ISilca fume Hlgh temperature insu- lPortland cement manufacturing, concrete and asbestos -
Icement products, in paint, plastics, and rubber products lation and in refractoy 1 

cement manufacturing 

3 ICalcite ISoil neutralizer and 
tailings Ifertilizer' Oimited use) 

4a & lcement kiln |Asphalt mI 
4b ldm i 

5 1"" ,,-, __ , Dicalcium INone 
silicate slag 1 

6 I ~ , 
Red mud INone 

7a &L 
7b ! 1rO디 ore 

itailings 
8 ITraprock 

!tailings 
9 

:Dolomite 
Itailings 

10 i 
ITalc 

INone 

IAsphalt mixes 

!None 

I The미lal insulation 
I (experimental use) 

None 

Asphalt rruxes and in brick and block manufacture 

Bitumen extender in asphalt mixes, as a coater for 
fertilizers and insecticides. soil additive, feed supplement 
for cattle. neutralizer for acid soils and effluents in SO:! 
|abatement sysm and ln sewage treatment 

1n portland cement manufacturing. and in brick and i 
block products 

Filler/ pigment in paints and plastics. brick and concrete i 
products, fluorspar substitute in steel manufacturing. 1 
pelletizing agent for iron ore. recovery of contained l 
minerals and metals 

!Bitumen extender and f“l“뻐l 
Iblock ma히m때C따ctunπring 

IBitumen extender and filler in asphalt mixes. brick and I 
!block manufacturing. in rruneral wool manufacture 

I Bitumen , extende~ .a,nd , f“il빠l 
|Epplmpe l빼 and b비loc다대k“rr뼈C다띠띠tu띠lπ띠r끼i 

ln .1 0mπcements. m concrete paints. plastics and 
cleansers 

Filler in plastics , as set control agent in portland cement. 

11 I 
Fluorogyp 

12 Isum 
Autoclave concrete bloc lin gypsum products manufacturing 

Silicate dustlk 
manufacturing 

13a I 
I Nepheline IAdditive in potland 
syemte Icement 
tailings 

13b I 
Nepheline INone 
svenite dust 

Bitumen extender in asphalt mixes. brick and block 
manufacturing, in asbestos cement products, in 
concrete pamt 

ln asphalt and concrete mixes. for 
higher- grade nepheline syenite 

recovery of 

Bitumen extender in asphalt mixes, in plastic pipe. in 
joint cement, and brick and block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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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8. Selected potential applications for mineral wastes as fillers 

Asbestos-cem ICalcium carbonate, mica, mineral lCalcite/dolomite tailings, cement kiln dust, I 
ent products Iwool Isilica fume 

Application Mineral fillers typically used Mineral waste substitute 

Asphalt 
products 

Calcium carbonate, 
pyrophyllite, mica, 
portland cement 

talc,ICalcite/dolomite tailings, 
asbestos,lfly ash, rock dusts 

cement 빠
 

d n ” ” L 
K 

Bricks, con- ICalcium carbonate, fly aSh,IRock dusts and many types of mineral 
crete, mortars Idiatomite, pumicite wastes 

Caulking and lCalcium carbonate, kaoline, talc,ICalcite/ dolomite tailings, cement kiln dust, 
sealing lasbestos, silica Ifluorogypsum , fly ash, nepheline syenite, talc, 
compounas silica fume 

Drilling muds I 
IBentonite, barite, mica, perlite Cement kiln dust, fly ash, chemical gypsum, 

talc 
Fertilizers and 

I Kaoline, soil condi-
diatomite, bentonite,ICalcite/dolomite tailings, cement kiln dust, 

chemical gypsum, fly ash 
tlOners 

perlite, veπniculite 

Floor t1le and |Calcium carbonate. asbestos |Calcite/dolomite tailings, cement klln dust, 
linoleum ’ j 

I t머c ， kaoline Ifly ash, nepheline syenite, talc 

Insecticides 
~~d"";~~ti~ides I F뻐r’ s eaπh， calcium c따bonate， I ~alci:e/~이omite tailings, cement kiln 

Italc, pyrophyllite, bentonite,lchemicalgypsum, talc, silica fume 
kaoline, diatomite 

dust, 

Plastics 
Calcium carbonate, asbestos,ICalcite/dolomite tailings, cement kiln dust,! 
talc, mica, ka이ine， barite, talc,lchemicalgypsum, nepheline syenite, talc, silica l 
pyrophyllite ,nepheline syenite,lfume 
diatomite, silica 

Rubber 
Calcium carbonate, kaoline,ISilica fume 
precipitated silica, talc, mica, 
ba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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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산 폐기물의 재처리 실제 

1) 구리 광미의 재처리 

가. 부선 광미로 부터 구리의 회수 

침출공정은 부유선별에서 황화물의 대부분을 회수하지만 구리 광미는 소량의 

산화동을 함유하고 있다. 산화 구리를 회수하기 위하여 Arizona 광산에서는 

부산물인 황산을 사용하는 저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한 침출공정을 시설하였다. 

침출은 2 개의 공정으로 나누고， 높이와 직경이 9 m인 10 개의 교반조를 각각 

설치하였다. 90 m 농축기 4 개에서 2 단의 역류경사법으로 Figure 3과 같은 

공정으로 침출한다. 각 공정은 하루 3,000 톤의 광미를 처리할 수 있다. 

광미는 0.2 %의 구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약 1/2이 회수된다. 산은 회수되 

는 구리의 kg 당 30-35 kg이 소비된다. 이 공정에서는 광미로서 버려지는 구리 

를 회수할 뿐만 아니라 폐기할 때 석회로 중화시켜야만 하는 황철을 이용한다. 

구리의 회수와 함께 상당량의 알루미나 광물， 티타늄， 코발트， 니켈， 우라늄 

광물이 부산물로서 생산된다10) 

나. 부선 광미로부터 루틸의 회수 

발생되는 광미가 많으면 소량만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라도 상업적 생산의 

잠재가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관심되는 원소는 반암 구리광석에 루틸로 존 

재하는 티타늄이다. 반암 중 평균 루틸함량은 0.3 % 이다. 

구리 함량이 0.75 %인 광석을 하루에 60,000 톤 처리하고 있는 Arizona 광산 

에서 부선 광미로 부터 루틸을 회수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수년 동안 연구 

를 하였다. 광미에는 0.75 %의 Ti02가 함유되어 있다. 광미를 부선처리함으 

로서약 37 %의 Ti02를 회수할 수 있음이 실험조사에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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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Genera1ized flowsheet of copper tailing leach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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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거의 전량인 약 300.000 톤의 루틸을 수입한다11) 구리광미는 국내산 

루틸의 우수한 잠재 자원이다. 연구가 계속되어 정광 품위를 높일 수 있게되 

면 이 조업에서 수입량의 1/6을 대체할 수 있다. 

다. 침출용액으로부터 우라늄의 회수 

반상 구리광상은 미량의 우라늄(1 -2 ppm)을 함유한다. 최근 연구에 근거하 

여 침출용액으로 부터 우라늄을 회수하고 있는 Utah, Bingham Canyon 광산의 

Kennecott 회사와 Arizona, Tucson에 Anamax의 두 회사가 있다12 ) 

Wyoming Minera1s 회사는 Bingham Canyon 조업에서 구리를 제거한 후 더미 

침출법으로 우라늄을 회수한다. 용액은 10-15 ppm의 우라늄을 함유하고 있다. 

분당 약 900 kg의 용액을 이온교환 수지로 처리하고， Yellow cake(U308)가 침전 

되기 전에 용매 추출법으로 회수한다. 연간 U30 8 생산량은 약 70 톤이다. 

Anamax에서는 구리를 회수하기 위해 약 10.000 톤의 광석이 산 침출법으로 

처리된다. 이 회사는 최근에 우라늄 생산을 시작하였다13) 연간 U30 8 생산량 

은 약 54 톤이며 향후 90 톤까지 증가될 것이다. 

현재 가행이 가능한 구리의 품위는 0.4-0.5 %로서 이러한 낮은 품위로 부터 

구리를 생산할 때 광석 생산규모 금속 부산물 또는 발생되는 폐석의 양은 보 

다 낮은 품위의 광석을 개발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1976년 

에 160만 톤의 구리를 생산하기 위해 약 10억 톤의 암석과 광석이 채굴되어 처 

리되었다. 

그 결과 684백만 톤의 표토와 100 마이크론 이하 입도의 광미 264백만 톤， 

5백만 톤의 슬래그， 330만 톤의 아황산 가스 및 연간 3.8억 톤의 물이 자연계에 

폐기되었다. 2000년에 312만 톤의 구리 생산계획 하에서 발생되는 폐석의 양 

은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리광석의 선별 및 농축은 부유선별 파분쇄로 구성되는 잘 정립된 기술이 

다. 구리를 제련할 때 회수율은 98 %에 달하지만 선광에서는 82 %를 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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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Table 2 -9는 몇 군데의 구리광산 광미와 폐석의 분석치이다. 연간 생 

산되 는 정광의 양이 많으면 효율을 조금만 향상시켜도 전체 생산량은 현저히 

증가된다. 

기존의 부선광미에서 구리를 회수할 때 대두되는 문제는 유가광물이 폐석과 

얼마나 치밀하게 결합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적은 양이나마 이러한 상태의 

구리는 분쇄， 부선， 침출의 연속단계에 의해 회수될 수 있다. 

업체는 저품위 구리폐석을 실제로 침출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그 양은 전 

체 1차 구리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구리광산 폐석은 중요한 구리 자 

원으로서 낮은 품위의 광석도 가행되고 있다. 

폐석더미의 침출이 여러해 전부터 실행되어오고， 저렴한 비용으로 구리를 쉽 

게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침출기술의 세부사항은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더미의 크기와 높이， 용액 침출 변수， 침출 역학， 침출 속도에 관한 정보는 개 

인적 의견이나 과학적 사고에 의한 조업 경험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광미로부터 회수 가능한 구리 외의 다른 성분은 미량의 티타늄‘ 코발트‘ 니 

켈은 물론이고， 2-6 %의 K20와 13-18 %의 Alz03가 들어있는 점토광물이다. 

알루미나 역시 침출법으로 장석이나 점토광물로부터 회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미량의 광미를 폐기할 때 야기하는 환경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 

러한 폐기물로부터 알루미나를 회수할 수 있는 기술로 미국은 보크사이트의 해 

외 의존도를 상당히 감소시켰다. 구리광산의 폐석이나 광미로부터 티타늄， 코발 

트 및 니켈의 회수는 적은 양이지만 법정광물 또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 이상 

의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광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미국의 광무국은 적극 

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구리광미의 3 종 시료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 Rule 

과 Siemen15l은 폐재 댐의 광미를 종합 우선부선하여 구리 회수율은 68-86 

%, 코발트 회수율은 54-89 %, 그리고 니켈 회수율은 90-95 %를 얻었음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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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9. Chemical analysis of copper tailings14) 

Analvsis.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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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n U 

0.2- 0.8 

0.36 

0.30- 0.38 

0.008- 0.011 

3.23- 4.88 

0.46- 0.64 

96 87- 82 

사소된 정광을 환원시키고 암모니아-암모늄 황산액으로 침출시켜 86-93 % 

의 유용금속을 침출하였다. 많은 양의 구리 폐석과 광미는 구리나 다른 유 

용성분을 회수한 뒤에도 남게 된다. 압력법에 의한 건축용 부럭의 생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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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에서 Pigott 등은 건물 외부용 부럭제품이 ASTM 규격을 충족시켰음을 

보고하였다16) 실험실 결과에 고무되어 공정과 제품에 대한 소규모 공장을 가 

동하였으나 수요처까지의 높은 운송비용 때문에 사업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아리조나주 마이아미의 Miami Copper Co.는 1911년 부터 붕락법으로 채광 

하고， 중력 선별법을 채택하였다. 1925년 부터는 구리 황화물을 회수하기 위해 

부유 선별법으로 대체하였으며. 1932년 까지는 침적 콘으로 부터 배출되는 광 

미를 계곡에 폐기하였다. 

1934년 부터 1943년 까지 는 LPF(leach - precipitation - float) 공정 이 도입 되 었 

다. 1943년에는 구리 광석 산원지에 황산을 접촉시켜 침출한 후 귀액을 지하 

에 놓으고， 구리의 회수를 위해 LPF 침전통으로 펌핑하였다. 1954년 4월 부터 

1959년 3월 까지는 광미에도 LPF 법을 적용하였다. 

1960년 대 중반에 Miami 구리회사는 Tennessee 주식회사와 합병하였다. 

1983'건 Miarni 사업 체는 Newmont 광산회사에 팔렸고， 종속회사인 Pinto valley 

Copper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1987년에는 Pinto valley Copper 주식회사와 

San Manuel 회사가 통합되어 Magma Copper 회사를 탄생시켰다. 

34.5백 만 톤의 광미 는 0.331 %(산화물 55 % 황화물 45 %)의 구리 를 함유하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광미의 평균 입도는 28 μm 이하가 50 % 이며， 처리 공 

정은 74 μm으로 설계되었다. 광미의 입도는 침전지에서의 분급작용 때문에 위 

치에 따라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 

광미 중 굵은 입단에 들어있는 구리함량은 평균치 보다 약간 높고 150-600 

μm의 입단에는 평균치 보다 약간 떨어진다. 미립 슬라임에는 평균치의 2 배를 

나타냈다. 퇴 적 연도에 따른 구리 품위 변화를 보면 1911년의 0.723 %로 부터 

1932년의 0.114 % 까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라임 중 용액의 pH는 

약 4.5로 조사되었으며， 일부의 구리가 용출되어 하부에 부화되고 있다. 

147 개의 공을 시추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퇴적 표변에서 하부 까지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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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거리에 따른 입도 구리 총량， 산화구리의 양 및 밀도 등에 관하여 표를 만들 

었다. 이 자료는 사업을 최적화하고 조업에 필요한 구리 품위와 입도를 조절 

할 수 있는 개발 방안으로 사용하였다. 

1985년 후반에 Cities Service는 Newmont Mining Corp.로 재 편 되 어 설 립 되 

었다. 이 구룹은 Pinto Valley Copper Corp.의 모든 자원을 재평가하기 시작했 

다. 1986년 1월에 완료된 자료에 의하면 광미로 부터의 구리 회수는 매우 경 

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6년 12월， 주요 구리광물의 침강속도는 chalcocite, covellite, malachite, 

cuprite 순임을 밝혔다. 1987년 4월 까지 입도， 수분 및 구리의 분석， 화학조성 

및 광물 감정， 침출시험을 하였다. pH의 영향， 침출시간， 온도， 산화제 첨가， 

교반속도 및 슬러리 밀도 등에 대하여 침출 시험을 반복하였다. 농축 요소로 

서 응집제. pH, 입도의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시험하였다. 

채굴방식은 수압 모니터를 이용하는 수력 채광법이다. 2.3 MPa의 압력으로 

물을 33 Q /sec로 펌핑할 수 있는 수압기에 직경 65 mm 수압 총을 부착하였 

다. 1986년의 구리 생산계획은 하루 19.5 톤 이었으나 실제로는 이에 못 미치 

는 11.8 톤을 생산하였다. 

1987년 1월 Henkel 사는 생산계획의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용매 침출공정 

을 검토한 결과 7 % 부피농도의 이온교환 액제 CLIX@ 984)를 사용하여 구리를 

침출시키고， 전해법으로 회수하는 공정을 확정하였다17) 1987년 3월， Sterns 

Catalytic 사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15 개월 이내에 15.8백만 달러에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1989년 6월 9일에 시설이 완공되었다. 재처리된 광미는 부근의 노천 폐광지 

에 폐기하고 있다 Miami 시의 현안문제이던 광미처리는 환경적인 면이나 경 

제적 면에서 성공한 사업이 되었다. 

야
 ω 



2) 철광석 폐기물의 처리 

철과 강산업에서 버려지는 광물 및 금속폐기물의 양은 전 산업의 2 위를 차 

지한다. 제강산업에서 연간 약 22백만 톤의 분이 발생한다. Fig.2-4는 철광석 

의 처리 공정도이다18) 분은 다양한 분야에 이용할 수 있지만 단지 소량만이 

활용되고 있다. 

철광산은 대량의 표토를 제거한 후 광석을 채굴-처리하고， 철강 생산을 위해 

펠렛 제조공정이 도입된다. 고급 펠렛의 제조에는 25-35 %의 철광석이 사용 

된다. 

미국은 1976년에 330백만 톤을 채광하여 같은 양의 폐석을 발생시켰고， 

125.4백만 톤의 철광석을 생산하여 그 중 약 75백만 톤을 펠렛으로 만들었다19) 

이 공정에서 약 2백만 톤의 광미와 미분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항은 광석이 

슈피리어호 지역에 위치하거나 저품위이거나 또는 다단 처리하는 경우에는 크 

게 어긋나지 않는다. 

자철광 처리는 광석을 약 35 마이크론으로 분쇄하고 자력선별한 후 철정광 

(철품위 60-65 %, 규산 5 %)을 얻는다. 소정의 품위와 물성을 지닌 용광로용 

미립의 정광을 생산하기 위해 직립형 로 또는 로타리 키른을 사용하여 펠렛을 

제조한다. 

근년에 미국의 광무국에서 Cleveland- Cliffs 사와 공동으로 비자성 철광석을 

부선법으로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Michigan, Tilden 

광산의 광석에 적용하여 경제성을 확인하였다. 이 광산에서는 선택 응집법 과 

양이온 부유 선별법으로 연간 4백만톤의 고품위 펠렛을 생산하며， 이 공정은 

Tilden 지역 광체에 우수한 성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부 Mesabi 지역의 

비자성 철광석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 외 다른 지역의 광석에도 시험하여 

철광석이 함유하는 광물 성분과 조성에 따른 적용성 여부에 대하여 더 많은 연 

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업비와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므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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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적이고 저렴한 다른 선별계통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 중에는 환원 

배소， 자력선별과 부유선별이 조합된 계통이 고려될 수 있겠다. 

taconiteY- 비자성 철광석을 선별할 때 철 손실은 대략 20-30 % 정도이다. 

읍집 부선 광미 중의 철함량은 보통 10-40 % 범위에 있다. 철 손실은 주로 

광석에 함유된 광물조성， 철 및 맥석입자의 크기에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슬라 

임은 광물 특성 때문에 taconite 보다는 적철석에서 많이 발생한다. 적철석에 

함유되어 있는 철광물은 taconite 보다 광물 순도가 낮은 특성이 있다. 

이 문제는 폐석의 품위가 개발 가치가 있는 저품위 광석과 동일한 품위 임에 

도 불구하고 지난 20 여년 동안 폐석으로 부터 철을 회수하는데 장애가 되어왔 

다. 과거 몇 군데의 광미를 중력 선별법으로 처리하였고20) Minnesota의 

Calnnet에 ]ones & Laughlin Steel 회사는 나선형 선별기와 부유 선별법을 조 

합하여 사업성을 시도하였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 

최근 고구배 자력 선별 정전 선별 및 선택 응집 등 미립자 처리기술의 진보 

로 말미암아 폐기되고 있는 경제성 광물의 회수가 기대된다. 철광석을 갈탄을 

환원제로 사용하거나 또는 직접 환원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고품위 정광 

을 사용하여 농축효율을 향상시킴으로서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있다. 

근래에 선광 및 채광장에서 버린 철광 폐석은 잠재가치가 적은 것이 사실이 

다. 잠재 시장과의 운반거리에 의한 고비용， 체적에 대한 중량의 비가 크기 때 

문에 이러한 방대한 량의 폐기물은 용도는 한정되어 사용된다. 

많은 양의 적철석 미립자가 슬라임으로 폐기되고 있다. 광미로 폐기된 적철 

석의 회수에 관련된 선택응집 자력응집 등 미립광물 처리에 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이 공정에서 형성된 응집물의 회수는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 Liaoning, Gong Changlin 광산의 적철석을 중력선별한 후 버려진 광미 

를 360 메시 체로 체질하여 얻은 사하산물의 철 함량은 24.21 %이었다. 미립 

적철석을 응집시키기 위해 360 메시 이하의 자성입자(67.20 % Fe)를 응집핵으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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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Domestic taconite or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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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응집 제 로서 starch와 hydraulic polyacrylamide, 분산제 로 sodium silicate, 

pH 조절제로 sodium hydroxide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응집물을 

hydrocyclone을 이용하여 분리한 결과 거의 완벽하게 선별할 수 있었다21) 

3) 인광석 광미로부터 유가물의 회수 

미국의 지질 조사소는 인광석의 국내 확정 매장량을 약 30억 톤으로 평가껑) 

하였고， 광무국 자료에 의하면 1979년에는 50백만 톤 이상 생산한 것으로 집계 

하였다23) 

가. 점토질 슬라임의 활용 

산업체의 당면 과제는 원료를 수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토질 슬라임을 

처리하는 문제이다. 슬라임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폐기하는 방안에 대한 문 

헌과 정보가 많이 있다. 

슬라임의 이용에 대하여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24) 슬라임의 용도는 벽 

돌， 파이프， 및 세라믹 원료， 등 경량 콘크리트 제조용 골재， 충전재， 토질 개량 

용으로 활용하는 것 이 다. 

나. 우라늄의 회수 

Florida와 서부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인산암은 톤당 100-‘ -200 g 의 우라늄을 

함유하고 있다. 화공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인산용액 중에는 약 150 ppm의 우 

라늄을 포함하고 있다 Florida에서는 인산암을 처리하는 동안에 버려지는 

U308는 연간 약 2.1 백만 톤으로 조사25)되었다. 

산성용액에서 우라늄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이미 1950년 대에 Atomic 

Energy Commission에 의해 개발되어 3 개 시설이 지어지고 가동되었다정 

1970년 대의 후반 까지도 상업적 개발에 대한 관심은 적었었다. 그 이후 현재 

딘
 



는 상용화되 어 Louisiana에 한 개 회사가 연간 약 340톤의 U308를 생산하고 있 

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약 200 톤 시설이 건설되었다. 

Florida의 Bartow Lakeland 따ea의 3 개 공장에서는 1980년에 약 760 톤의 

U308를 생산한 것으로 집계되며 1985년에는 1,250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려지는 우라늄의 회수는 에너지원의 수급에 대한 문제와 유가자원의 회수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다. 불소와 석고의 회수 

인 정광은 3-4 %의 불소를 함유한다26) 인 제조공정에 존재하는 불소의 30 

-40 %는 산 처리로 발생한 규화불소(SiF4 ) 제거공정의 세정액으로 부터 규화 

불산(H2SiF6) 형태로 회수된다. 나머지는 세정수와 여과 케이크에 잔류한다. 

연간 약 70,000 톤의 규화불산이 12 개의 인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27) 규화 

불산은 알미늄을 생산할 때 융제로서 널리 사용되는 cryolite(Na2SiF 6 )를 합성 

하거나 불소 화합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생성되는 불소의 전량을 회수하면 

국내 소요량의 1/ 2 정도를 충족시킬 수 있다. 

습식공정에서 많은 양의 인산석고 슬러지와 여과 케이크가 발생된다. 발생 

되 는 석고의 양은 원료의 l.5 배가 된다. 잠재적 이용이 가능한 석고 더미가 

처 리 문제 를 야기 시 키 는 상황에 서 Florida의 석 고 판재 회 사는 Nova Scotia로 

부터 석고를 수입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세계 석고 생산량의 약 25 %(18백만톤)가 버려지는 폐기물로 부터 회수되어 

활용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단지 소량이 회수되어 농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미 광무국은 여러회사로 부터 배출되는 석고 폐기물의 특성 조사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미국의 국내 인회석 생산량의 약 3/4을 점유하는 Florida 인광산업은 많은 양 

의 점토질 슬라임을 발생시킨다. 이 슬라임은 상당기간 동안 함수량을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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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며 폐재댐 상부에 유동상태로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 많은 기관에 

서 슬라임의 탈수에 관하여 섬도있는 연구가 있었지만 만족한 해결책이 개발되 

지 않았다갱 

미 광무국 Tuscaloosa 연구센타에서는 인광 슬라임에 대한 독특한 탈수 방 

안을 고안하였다었 슬라임에 강력한 응집력을 주는 polyethylene oxide 

polymer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형성시킨 단단한 점토 덩어리를 체질법 

으로 탈수함으로서 보다 폐기처리가 쉽게 된다. 

탈수공정은 슬라임의 효율적인 농축과 폐기는 물론 점토질 슬라임에 함유되 

었던 많은 양의 물을 회수하여 재 순환할 수 있다. 생산된 인광석 톤당 약 38 

톤의 물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재 순환되지 못하고 있다 1972년 

Vasan30)은 댐 위에 쌓여있는 인광 슬라임은 약 15억 톤이며， 그 속에 들어있는 

물은 약 45억 톤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막대한 양의 물을 재 순환하는 것은 

물의 이용이 한정되어 있거나 엄격한 환경규제가 있을 경우 그 중요도는 크게 

된다. 

채광이나 선광작업 중에 인광석이 유실된다. 인광석의 총 손실량은 약 60 

% 이며， 슬라임으로 버려지는 양은 유실량의 75 %에 달한다. 1977 년에 47백 

만 톤의 인광석을 생산하였으나 그 중 약 4 .. 8백만 톤의 P20S가 습식처리 공정 

에서 슬라임으로 유실되었다31 ) 이러한 인산염은 현재의 기술에서 경제적으로 

회수하기가 어렵지만 폐재 댐의 어떤 물질은 실험실 조사 결과 회수의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예를들면 초창기에 폐기한 것， 실수율이 낮은 선별기로 처리한 

것， 또는 Tennesse 인광 원석에 대하여 심험조사한 것을 들 수 있다32) 음이 

온 부선기술은 슬라임의 존재 하에서도 선별능력이 우수하여 60-82 % P20S의 

고급 인산정광을 생산하였다. 

슬라임 폐기문제 최소화의 대안으로서는 황산으로 직접 소화시키는 것이다. 

Fig.2-5와 같은 공정으로 처리할 경우 슬라임 폐기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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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아니라 인산염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영 습식공정에서 아교질 슬라임， 모 

래 및 인산의 3가지가 혼합된 단일 폐기물이 산출된다. 이 합성 폐기물은 단 

단한 모래알 같아 폐광지역을 복구할 때 되메우기 용으로 쓸수 있다. 종래 수 

세 부선법에서의 실수율은 60-65 % 임에 비하여 이 방법에서 PzOs 회수율은 

약 95 %에 달한다. 

인산 슬라임에 대한 경량 콘크리트 충전제， 인제련 융제 및 전기로 용， 알루 

미나 혹은 우라늄 원료， 세라믹 원료 동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 이러한 목적 

을 위한 슬라임의 이용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물질 고유의 어려운 문제와 

비용 때문에 산지 근처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모래질 토양의 개질을 위해 

슬라임을 탈수하지 않고 이용하는 방안도 있다. 

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15 종의 원소 중 하나이다. 인은 질소， 칼 

륨과 함께 토양을 비옥하게 하며 식물이 성장하는데 필수 성분이다. 인은 또 

인간과 동물의 치아나 뼈의 발육에 필수이다. 

인은 주로 인산암에서 얻으며， Morroco, 미국， 소련， 튜니지아， 등의 여러 지 

역에서 채굴된다. 인산은 구아노 뼈 천연 유기물에도 함유되어 있지만 이용 

되는 양은 소량이다. 미국은 Florida, North Carolina, Tennessee, ldaho, 

Montana에서 인산암을 개발하고 있지만 Florida의 Bone 、Taller District에서 전 

체의 약 70 %를 생산한다. 

드래그라인 (draglines)을 사용하여 표토를 제거한 후 광석은 고압수에 의하여 

슬러리로 되어 선광장으로 펌핑된다. 선광장에 보내진 슬러리는 인 정광을 얻 

기위해 수세하고， 16-20 메시 체로 체질한다 16 X 35 메시의 조립단은 

Humphrey' s spirals나 아민 부선을 하며， 35x 150 메시의 미립단은 조선구에서 

지방산을 사용하고， 정선구에서 아민부선을 한다. 16 메시 이하 입단의 인을 

부유 선별법으로 회수함으로서 전체 실수율은 약 70 %로 향상되었다. 

Florida 인광산의 가장 큰 문제는 콜로이드상 점토 폐기물(슬라임)의 처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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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다. 발생되는 슬라임 양은 공장폐기물의 약 1/2 이다. 슬라임은 침전지로 

펌핑되고， 상등수는 공장용수로 다시 사용된다. 침전지의 슬라임이 주변의 농 

경지나 강으로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로 축조된다. 

Dry matrix 

H4S04 
:'-10. 2 fi 

Washed 
gypswn 
C와<e 

Pr∞ess 
water 

Attack section 녕 / 
() () 

FIL TRA TION SECTrON 

Product 
phosphoric acid 

25-28 % PzOs 

Fig. 2-5 Flow diagram, direct digestion of Florida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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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탬이 매 고비용의 소요되어 면적이 슬라임은 채굴 광석의 l.2- l.5 배의 

선광장에서 배출되는 슬라임은 4-5 % 고체를 포함하지 년 증축되어야 한다. 

경과하여 그러나 수년이 농도로 된다. 도달하면 10-15 % 고체 만 침전지에 

이러한 성질은 침전지로 사용 고체농도는 25-30 %를 유지한다. 도 슬라임의 

가 여러 발생되는 또한 슬라임을 폐기할 때 복구를 어렵게한다. 했던 지역의 

지 문제와 함께 광물자원의 낭비 원인이 된다. 

인산 슬라임의 광물 조성은 원암이 지역적으로 다양하며， 현재의 지형， 수리 

Table 2- 10은 인산 슬라 변화가 크다. 조건， 지질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임의 광물조성을 나타낸다. 

Table 2- 11 변화가 심하다. 슬라임의 화학 조성도 광물 조성과 마찬가지로 

은 인산 슬라임의 화학 분석 결과이다. 

작아 크기가 매우 고체입자의 결과로서 입도분석 슬라임의 Table 2- 12은 

특징이다. 3μm 이하가 75 % 이며， 0.3 % 이하의 입자가 50 %인 것이 

처리 대한 대책， 폐기물 근원에 인산 업체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수질오염의 

보 단순화， 복구비용 최소화， 물， 인 및 기타 천연자원의 비의 절감， 처리공정의 

전， 인산 슬라임을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다. 

노
 
。낮은 고체 슬라임의 중요한 장애점은 배출된 있어 이용에 인산 슬라염의 

함유광물의 가지 높은 수함량， 여러 느린 침강속도， 슬라임의 도， 함유 입자의 

초미립 및 콜로이드 성질， 등 이다. 

n 님 。 트-λ} 
긍를 스亡ìT =j 인산 슬라임의 용도는 방사능 폐기물의 매질로 이용， 슬라임의 

을 이용한 관개 매질용， 인， 알루미나， 기타 유가 광물의 회수， 건설재료인 경량 

골재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인산 슬라임으로 부터 유가광물을 회수하는 방법으로서는 종래의 

선한 물리 -화학적 선별기술， 정전 선별법에 의한 광물의 분리， 이온 교환법으로 

알미늄 이온이나 인산염의 추출， 침출법으로 인의 회수， 유가광물의 

택 응집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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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10. Mineralogical composition of phosphate slimes34J 

Mineral Approx. W t. % Theoretical Composition 

Carbonate Fluorapatite 20-25 CalOCP04C03)F2-3 

Quartz 30• 35 SiÜ2 

Montmorillonite 20-25 (Fe,Al,Mgh(Al,SDi)lO( OHh( Ca,Na) 

Attap버밍te 5-10 (Mg,Al,Fe)5(Al,SD6ÜaJ( OHh 8많O 

Wavellite 4-6 Al3(OH)3(~4)2 많w 

Feldspar 2-3 KAlS잉ÜB + NaAlS성@ 

Heavy l\1inerals 2-3 Zircon，Garnet，Ih많띠te， Rutile 

llilornite 1-2 CaMg(C03h 

l\1iscel1an∞us 0-1 Kaolinite, C〔Ih없gadnailclite， Hydrated 
Fe-ÜJ이de， 

Table 2- 11. Typical chemical composition of phosphate slimes 

Composition Typical analyses, % Range, % 

P205 9.06 9- 7 

Si02 45.68 31- 46 

Fe203 3.98 3- 7 

Ab03 8.51 6- 18 

CaO 13.95 14- 23 

MgO 1.13 1- 2 

C02 0.8 Trace 

F 0.87 Trace 

LOI at 1000 0C 10.6 9- 16 

BPL 19.88 19- 37 

BPL : bone phosphate of lime, Ca3(P0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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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12. Typical size distribution of Florida pebble phosphate slimes 

Particle size, μm Percent of total weight 

over 44 1 to 3 

44 x 28 1 to 4 

28 x 9 12 to 18 

9 x 3 11 to 14 

3 x 0.3 14 to 27 

under 0.3 44 to 52 
-----1 

4) 석탄 폐석의 처리 

미립탄의 폐기는 석탄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악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문제 

중의 하나이다. 미립의 석탄 슬러지의 폐기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댐을 쌓 

아 가두는 방법이다. 그러나， 지형과 공간의 확보와 함께 폐재 댐을 관리하고 

회생시켜야 하는 점이 다른 방법을 고려하게 하는 요인이다. 석탄산업은 경제 

성이 있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대체기술의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석탄은 미래 에너지원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역청탄이나 갈탄의 생산량을 증대 

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채탄과 선탄작업을 기계화하고 있다. 그 결과 

불순물의 발생량이 많아지고 폐석과 석탄의 입자크기가 미립화하며 채탄량의 25 

% 정도가 폐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약 170백만 톤의 폐석이 매년 발생되며 ， 

이 중 약 140백만 톤은 굵은 입자이고 약 30백만 톤은 미립자로 구성된다35) 

미국의 석탄 생산량은 1979년에 730백만 톤이었고 1985년에 10억 톤으로 평가 

된다. 석탄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연소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 파쇄， 체질， 중 

력 선별， 부유 선탄에 의해 고급탄을 생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석탄 폐석량 

은 더욱 증가하고， 1985년에 전국적으로 약 2억 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사용하던 몇 가지 선탄공정은 정교하지 못하여 1.3 mm 이하의 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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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되는 것이 일반적 이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즈음의 선탄시설 

도 상당량의 미립을 포함한 채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 이와같은 미립탄을 

회수하고 수반된 물을 재 사용하는 것은 자원의 보전 차원에서 또는 추가 연료 

원의 확보 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이래 폐기된 석탄 폐석은 환경문제를 안고 있다. 산성수의 유출이나 

댐의 범람으로 인한 부유물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폐기되고 있는 미립석탄을 회수하는 것은 에너지 자원을 보전하는 것 뿐만아니 

라 오염문제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채탄이나 운송 중에 또는 파분쇄 동안에 발생되는 미립자는 선탄효율을 감소 

시킨다. 부유선탄에서 슬라임의 악 영향 자력 및 중력선탄에서 질량의 문제는 

장치의 선별 불완전도를 말해 준다. 이러한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개발은 미 

립자 처리를 위한 입도범위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 

지난 수년 동안 폐석으로부터 미 립탄의 회수를 위해 Humphreys spiral 선별 

기가 소규모 공장 규모로 Alabama의 다양한 석탄에 대해 실험하였다%회 그 

결과 85-95 %의 산출율에서 고품질의 석탄을 얻었으며 이 산물은 시장성이 

충분하였다. Humphreys spiral을 사용해서 미립탄을 처리하는 방안이 석탄 산 

업계에 소개되었고， Alabama에서는 2 개 업체가 폐석을 처리하는 데 이를 이 

용하고 있다. Kenturky , West Verginia에도 건설되 었다. 

지금까지는 미립탄의 회수와 정션을 위해 부유법을 사용하는 것이 여타 선탄 

법의 보완공정으로 여겨지어 연간 약 13백만 톤 밖에 부선처리되고 있지 않다. 

부선법은 황이나 회를 제거할 수 있고 고질의 정탄을 생산하여 검정색 폐수의 

발생문제를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1 차 처리단계에 부유법을 적 

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금속이나 비금속 광물을 처 

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부선 공정의 개발-채택은 목표 이 

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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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폐석은 미량원소를 포함하거나 연소 전에 제거해야만 하는 등 여러 가지 

가치있는 광물을 지니고 있다. 예를들면 황철석은 황산의 제조 혹은 철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회수되어야 하고， 또 석탄에 수반된 셰일에서 알루미나의 회수 

가능성이 모색되어 몇 군데 알미늄 제조업체에 의해 사업성을 평가하고 있다. 

선탄 광미로 부터 연소성 물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세탄분석， 싸이클론 및 부 

유 선별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무연탄 생산량은 대략 연간 5백만 톤이다(DOE!EIA， 1995)38). 무연탄 

은 티타늄 제련의 환원제， 철합금 및 카바이트 제조 전극， 알루미늄 생산 공정 

라이닝 및 전극용으로 쓰인다. 

석탄 광미 중 회함량이 많은 불연소물을 제거하는 것이 보통이며， 특별한 용 

도를 위해서는 회함량을 5% 정도 까지 낮추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8-12 % 

까지 선탄한다. 대부분의 선탄장은 굵은 입자만 처리하고， 미립자는 광미 댐에 

폐기시키므로 많은 양의 양질 정탄을 회수할 수 있다. 

5) 석탄회의 활용 

화력발전소와 산업용 석탄 보일러에서 많은 양의 회가 발생된다. 배출되는 

회는 발생 위치에 따라서 fly ash, bottom ash, boiler slag로 나눈다. 년간 발 

생되는 석탄회 양은 미국내 광물 폐기물 발생량의 제 6 위에 해당한다. 미국 

의 석탄회 발생량과 이용량은 증가하고 있다. 1986년 683백만 톤의 석탄이 연 

소되어 69백만 톤의 회가 발생하였음을 Figure 639)에서 알 수 있다. 

fly ash는 미립 구형 알갱이로 된 분으로 전체 회 생산량의 약 65 %를 차지 

한다. 이는 발전소의 굴뚝으로 부터 정전집진기에 의해 모아지어 silo에 보내 

든가 혹은 물과 혼합하여 침 전지 로 보낸다. fly ash 중에 는 cenosphere라 하는 

것이 있는 데， 이 것은 유동성이 좋고， 경량이며， 강도가 높아 항공산업이나 프 

라스틱 산업에 유용하게 쓰이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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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tom ash는 모래알 크기의 모가나 있고， 대개 갈색 내지 흑색을 띈다. 

bottom ash는 보통 건설용， 미끄럼 방지제， 배수용， 콘크리트 부럭용 등으로 이 

용된다. 

boiler slag는 입상이고， 모가 나 있으며， 모래 알갱이 보다 약간 굵은 특징이 

있다. boiler slag는 유동 중에 boiler 바닥에서 물 속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높 

은 강도를 갖게된다. 그러므로 발파용， 미끄럼 방지제， 루핑용， 아스팔트용 등 

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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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회는 아직 자원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이의 전환이 필요하다. Table 2- 13 

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한 fly ash와 bottom ash의 화학조성이다. 

Canada, Enercon사는 fly ash 전체를 이용하고자 fly ash로부터 철산화물， 카 

본， 포졸란， 경량물질의 회수와 고 알루미나 시벤트 생산， 다른 조성의 fly ash 

부터 여러 가지 성분의 분리회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41) 여러 가지 성분의 

회수가 가능하였으나 이 공정이 산업화되지는 않았다. 

Table 2- 13. Chemical analysis of coal ash, percent40) 

Fly ash 

Component Subbituminous coal Bituminous coal Bottom ash 

Si02 50.50 43.5- 57.0 20- 60 

Ab03 33.70 18.0-28.0 10-35 

Fe203 6.85 7.9-16.0 5-35 

CaO 2.80 4.0- 10.0 1-20 

MgO 1.50 1.0-5.5 0.3- 4 

S02 0.75 0.9-3.3 

Combustion losses 2.85 1.0-3.0(Na20+Ki)) 1-4 

6) 폐적색토의 활용 

오래 전 부터 보통의 규산염 광물에서 알미늄을 추출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 

고， 보크사이트는 경제적인 유일한 알루미나 원료자원이다. 보크사이트 광석은 

Arkansas 주에서 채광되거나 카리브 지역에서 수입되어 Arkansas, Alabama, 

Louisiana 및 Texas 주에 서 처 리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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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미늄 침출은 Bayer 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2 개 공장에서는 소결 공 

정을 조합하여 알루미나와 소다를 회수하고 있다 Bayer 법에서는 적색토가 생 

성된다. 소결공정이 조합된 혼합공정에서는 규산칼숨이 많은 갈색토가 산출된다. 

알루미나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은 연간 약 5백만 톤 이상이 

다. 보오크사이트를 정제할 때 발생되는 고형 폐기물의 처리 비용， 저장， 및 

용도를 개발해야 하는 문제는 화학공정의 대표적 예이기도 하다. 용도를 개발 

하지 않으면 저장 댐의 유지 및 축조에 많은 비용이 든다. 

진흙의 화학 조성은 생성기원에 따라 다르며 원 구성물질의 조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Table 2- 14은 수입광석과 국산 광석의 적색토의 분석 결과이다. 

조성의 변화 폭은 평균치의 10 % 내외가 일반적이다. 

Table 2-14. Representative analysis for red mud4Z) 

Domestic 
Imported ores, w t. % 

Source 2 
Ore 

ore, wt% Suppliers IITRI Brown mud, 

Source 1 
analysis analysis w t. % 

Alz03 26.5 19.1 13 20.0 6.4 

Fe20 3 10.7 38.3 52.5 49.0 6.1 

Si02 22.9 9.3 3.5 3.4 23.3 

CaO 8.1 5.3 7.5 6.8 46.6 

NazO 11.8 6.4 2 0.5 to 5.0 4.1 

Ti02 3.3 6.7 O.X 4.5 3.0 

P20S 1.0 1.0 0.8 

S03 2.8 0.5 tr. 0.5 

L.O.I. 12.9 11.0 12 13.1 7.3 
IITRI : IIT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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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마이카 산 보오크사이트의 적색토를 분광분석한 결과 Mn, Mg, Cr은 0.1 % 

까지 , Ga, Cu, Zn, Pb는 0.01 % 까지 , Ba, K, B는 0.001 % 까지 , 그리 고 Li , V, 

Zr, Hf, Sr, Bi는 0.0001 % 까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성 광물 

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X 선 회절분석 결과를 Table 2- 15에 나타내었다. 

결정은 주로 철 산화물이고， 탄산칼슐과 수화 알미늄도 존재하지만 규산은 

비정질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입자 크기는 광석의 산지에 따라 다르며， 8-18 

%의 모래는 공정의 맨 첫 단계에서 제거된다. 슬러리의 pH는 보통 12 이상으 

로 아주 높다. 점도는 20 % 고체에서 약 300 centipose로 측정되었다. 침전 

속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분이 사용된다. 

Table 2-15. X -ray diffraction analysis of red mud derived 
from Jamaican bauxite42l 

Mineral Forrnula Weight percents 

Hematite Fe203 78-80 

Geothite FeO(OH) 5-10 

Calcite CaC03 5-10 

Boehrnite Ab03H20 3-5 

Bayer 법에서 발생하는 적색토， 갈색토， 중사， 퉁 부산물의 용도개발을 위하 

여 주성분의 회수， 부산물 회수， 직접 이용， 상품 제조로 요약할 수 있다. 알루 

미나， 나트륨 등의 주성분은 이를 회수할 때는 유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광석 중에 규산염 상태로 존재하는 실리카는 규산소다와 알루미늄을 유실시키 

는 작용을 한다. 소결공정을 도입하면 유실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또 규 

산염 광석의 이용도를 넓힐 수 있게 된다. 

보오크사이트의 화학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부산물의 생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티타늄과 콜롬비웅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지만 철은 Pederson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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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광무국은 태평양 연안의 북서지역에서 산출 

되는 철 함량이 높은 보오크사이트로부터 철의 회수 가능성을 조사하였다찌 

광석은 아크로에서 석회， 코크스와 함께 용련되어 선철을 생산하며 부산물로 

는 칼숨-알미늄 슬래그를 얻는다. 알미늄염은 탄산나트륨 용액을 사용하여 고 

품위 알루미나와 알럼 (Alum) 이 생산된다. 

보오크사이트는 보온재 콘크리트 첨가제 토질 개량제 고속도로 지반 안정 

제 및 고속도로용 흡수제의 염료의 형태로 또는 적당한 크기로 응결시켜 직접 

이용이 가능하다. 시멘트， 염료(벽돌， 페인트， 세라믹 코팅) , 슬래그 섬유， 응 

집제(분철의 구상응결) 등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폐기물의 이용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재고량을 줄이거 

나 현재 배출되고 있는 많은 양의 폐기물을 모두 소비하지 못하고 있다. 세라 

믹 원료로 적색토를 이용함에 있어서 높은 함수율， 실트와 유사한 성질， 높은 

철 함량， 경제 요소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철 함량이 높은 적색토는 자성 세락믹 ferrite 또는 온도-저항성 재료인 

themisters의 원료가 될 수 있음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적색토에 소량의 

첨가제를 가하여 경쟁상대에 있는 다른 제품보다 높은 강도와 일정한 기공도를 

갖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적색토는 건설재료로 쓰이는 커튼 벽재， 간이 칸막이 중심재， 마루 및 지붕 

보강재， 불연성 재료， 음향조정 타일， 윤기성 타일， 등 새로운 기능성 재료에 이 

용될 수 있다. 적색토를 사용하여 경량화시킨 제품은 생산가가 저렴하므로 상 

당한 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운반비 때문에 수백 krn 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 

상 원거리 운송은 경제면에서 어려운 실정이다. 

하중이 미치는 곳에 세라믹 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 벽 두께가 30 

-38 cm 인 경우 10 층 까지는 지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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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은 광미의 재 처리 

Gooseberry Mine에서 1976-1984년에 퇴적된 금은 부선광미는 경제성이 있 

음이 판명되었다. 75μm 이하 입자가 85%를 차지하는 금은 광미를 구상 응집 

하여 더미침출 기술로 처리하면 금과 은을 각각 85 %, 75 %의 실수율에서 회 

수 가능하다. 댐 상부의 광미는 18-32 %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 

채굴방법， 혼합-웅집 기술， 운반 등은 경제적 면에서 중요한 사항이 된다. 

Gooseberry의 금 · 은광미 처 리 장은 Nebada의 Sparks 동쪽 약 35km에 위 치 한 

다. 금과 은은 방해석 -석영 협맥 속에 광화작용으로 부존되어 있으며 맥의 80 

% 이상이 방해석으로 되어 있다. 

재 처리가 가능한 광미량은 25만 톤으로 계산되었다. 사업기간 동안 예상 

되는 금과 은은 생산량의 80 %는 선매를 계획하였다. 나머지 20 %는 현금판 

매된다. 따라서， 가격에 대한 불안이 크게 완화되었다. 1989년 6월 생산개시 

이후 금의 선물가격은 그램 당 14.41 달러 은은 26.2 센트이었다. 1990년에는 

금 생산량의 83 %가 그램 당 14.90 달러의 선매가로 은 생산량의 73 %가 그 

램 당 21.2 센트로 결정되었다성 

8) 납 광미로부터 코발트의 회수 

미국은 실제로 코발트 수요량의 거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내에는 Alaska, Califomia, Minnesota, Idaho 및 Missouri에 매장량을 갖고 있 

지만 현재는 경제성이 없다 Missouri의 납 광화대의 납， 아연 및 구리는 경제 

성이 있지만 코발트는 원광에 포함된 양의 50 %가 광미에 포함되어 버려지고 

있다. 구리 정광에는 코발트 양의 30 % 까지 연 정광에는 15 % 까지 포함된 

다. 아연 정광에 함유되어 있는 코발트는 아연 회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제 

거시켜 광미와 함께 버려진다. Figure 7은 여러 가지 산물에 코발트의 분포를 

보여준다. Missouri 납 광화대에서 연간 생산되는 광석에 들어있는 코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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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 미국의 연간 소비량의 13 %를 공급할 수 있다. 연구결과 조선구에 

Amine 포수제를 사용하고， 정선구의 포수제로서 아민이나 나트륨 aerofloat를 

사용한다. 미 광무국의 Rolla 연구소에서는 광미로 부터 황화물 종합정광을 얻 

은 후 코발트를 회수하는데 성공하였다쟁 

9) 중정석의 회수 

광무국의 주 역할은 자원의 보전 즉， (1) 국내자원으로부터 유용광물을 최대한 

회수하고， (2) 폐기물로 부터 유가광물을 회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광산 폐기물로 부터 잠재가치가 있는 광물을 회수하기 위해 연구해 왔다. 

Pb-Cu 
concentrate 

33-50 

ZnS 
concentrate 

7-10 

CuFeS2 
concentrate 

20-30 

PbS 
concentrate 

13-20 

Fig. 2-7 Distribution of Co during the milling of Missouri Pb 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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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석은 시추용 중액재， 페인트， 유리， 고무， 프라스틱 및 화학용으로 이용된 

다. 광무국에서 주관한 이 연구는 고도의 재활용 기술에 의한 국내 자원의 보 

전을 위하여 계획한 연구 중 하나이다. 

Georgia, Nevada. Missouri, Illinois에서 채취한 중정석 시료의 함량 변화를 조 

사한 결과 3.1 - 68.7 % BaS04로 변화의 폭이 컸다. 입도는 Georgia Missouri 시 

료가 10 메시 이상 굵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고 Nevada의 시료는 325 메시 이 

하의 미립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Missouri 산 시료에 대하여는 부선 효율을 높이기 위해 65 메시 이상 굵은 입 

단과 10μm 이하 슬라임을 제거하였고， Illinois 시료는 스크러빙하여 시험하였다. 

부선 시 험 은 sodium sillicate와 sodium cetyl- stearyl sulfate를 사용하였다. 

중정석의 실수율은 8l.2-95.9 % 이었으며， 95.0 - 96.9 %의 정광 품위를 었얻 

다. 중정석 테일링으로 부터 중정석의 회수공정은 충분한 사업성과 개발 가능 

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뼈 

5. Superfund에 의 한 광산지 역 복구 

1917년에 설립된 Bunker Hill 제련소가 폐쇄되어 2,100 명이 일자리를 앓였 

고， 아이다호 주의 Silver Va11ey 경제는 파산되었다. 1983년에는 Superfund 

에 의해 제련소에서 방출한 공해물질과 200 개 이상의 광산에서 72백만 톤으로 

집계되는 제련소 주변 약 48k마에 폐기한 광산 폐석을 복구하도록 Bunker Hill 

주변을 Superfund 지역으로 결정하였다. 

1983년 Silver valley에는 새 역사의 장이 시작되었다. 흥분되던 광산 역사의 

서부지역이 지금은 환경회복과 복구의 대상지로 전환되었다 EPA는 1982년 

12월， Superfund에 의 한 환경 회 복을 위 하여 Bunker Hill 제 련소의 주변 약 48 

k마(연장 12 km , 폭 4 km)를 복구지 역 1 순위로 제안하였다. 1983년 9월 8일의 

최종결정에서 Bunker Hill은 Superfund 사업 중 가장 큰 지역이 되었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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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련소와 사업을 하던 모든 회사는 잠재적 복구 책임자(PRP's)가 되었다. 

Superfund는 이들 회사가 복구비를 부담하거나 EPA가 Superfund에서 비용 

을 지불한 뒤 지속되는 손해에 대해 고발할 것이다 Superfund 사업(EPA， 

1993)을 위해 1985년에는 Superfund 지역사업 시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89년， 납으로 인한 독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련소로 부터 방출되어 오 

염된 1600 가정의 토양 중에서 일차로 40 곳의 흙을 교체하였다. 오염표토의 

첫 번째 제거대상은 어린이와 산모가 있는 주거지역 이다. 각 거주지에서 잔 

디와 표토의 30cm를 뜰 당 약 13.000 달러의 비용에서 교체된다(정원은 깊이 

60cm 이상). 1990년 말에 EPA는 219 개소 정원의 표토를 교체하였다. 

EPA는 제련소 주변의 유해물질을 신속히 제거할 것을 명령하였다. 제련소 

와 아연공장 부지는 울타리를 만들어 접근을 금지시켰다 1990년 6월 Gulf, 

Asarco. Callahan, Coeur d' Alene Mines , Stauffer Chemical, Sunshine 및 The 

U nion Pacific Railroad는 복구를 위해 3.18백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Hecla와 Gulf는 5년 내에 약 5백만 달러의 비용으로 일백만 구루의 나무를 심 

기로 하였다. 

1990년 후반기에 오염 발생자들은 48 k따의 복구를 위해 계획서를 발간하였 

다. 120만 달러의 복구계획은 7년 이내에 완결될 것이다. 이 계획은 1,600 가 

정의 오염토양 교체， 제련소 해체， 식목， 분진발생 억제， 등이 포함된다. 

1991년에는 The Bunker Hill 사와 The Bunker 합자회사가 파산하여 더욱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다. EPA는 독극성의 PCB가 내재하는 전환기를 범람지 

역에서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다. 관에서는 파산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장비와 

재산에 대하여 선 취득권을 요청하였다. 9월에는 선광장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EPA는 모든 조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하였다. 재정적 문제로 모두를 않는 

것은 아니었다. 즉， 1992년에 합자회사는 제련시설인 공해물질 제거를 위해 7백 

만 달러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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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에는 91 개 뜰의 토양이 교체되어 총 310 개소가 복구되었다. 이와더 

불어 14,000 구루가 식목되었다. 광미 침전지의 분진도 안정화되었고， 침식과 

분진발생의 완화 계획을 완료하였다.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360 명의 혈중 납 

농도는 국내 평균치와 근접하며 꾸준한 개선을 보였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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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P .z-l 
三를/히 장 광산 폐자원의 3 제 

시료 절 광산 폐자원 1 제 

시료 1. 

금정， 제일，은치 ， 다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료는 중석광인 상동， 금은광인 

폐자원(광 분포 되어있는 광산， 그리고 연， 아연광인 연화광산등의 각 지역에 

동일 광산의 경우에도 폐자원의 매립 장소에 따라 각각 채취한 시 미)시료로서 

료이다. Photo. 3- 1은 각각의 광산 폐자원 시료를 나타낸 것이다. 

l:::l τT 
τr 二i二입도 2. 

입도분포를 의해서 분석기에 시료를 Seshin LMS- 30 입도 각 광산 페자원 

있었으나 해쇄한 후 응결된 상태인 것도 시료들은 장기간의 측정하였다. 이들 

에 입도 분석을 행하였다. Fig. 3 - 1은 각 광산의 폐자원 시료의 입도 분포 곡선 

과 그 값들을 나타내고 있다. 

범위이 200μm의 
q 
니
 바

 
다
 

도
 

이
 님 

44.9μm이며 경우 d50이 시료의 상동광산의 

균일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며， 분포독선을 통해서도 비교적 

균일한 입도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ci50은 

금정 2시료가 입도가 약간 

금정광산의 시료들의 경우도 비교적 

경 우 67.8μm ， 금정 2시 료는 38.2μm로서 

경우 제일 1시료는 원광이며， 제일2시료는 정광， 제일 3 

비하여 정광과 광미의 입도분포가 대단히 균일하며， 

크게 나타났다. 

제일광산의 

시료는 광미로서 원광에 

평 균 입 도도 105.8μm과 175μm로서 

금정 1시료의 

작았다. 

연화1 시료의 경우 입도분포는 대체로 균일하며， 평균입도(ci50)는 약60μm이지만， 

큰 덩어리 불균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상당히 연화2 시료는 입도 분포가 대단히 

않았기 때문이며， 

일어났기 화학반응이 

입자가 완전히 해쇄되지 

인한 자연방치로 

η
 

。;;l:]
τr 닙 

달리 

있어 

시료들과는 

응집되어 

폐자원 

형태로 단단하게 

광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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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1 Image of mine wast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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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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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1 Particle size of samples. 

상동 금정 l 금정 2 제일 1 제일2 제일3 연화1 연화2 은치 다덕 

dlO(μm) 12.75 17.08 6.16 5.33 46.69 78.98 14.92 2.52 l.42 1 l.52 I 

dso(μm) 44.98 67.80 38.24 58.89 105.68 174.97 59.75 22.98 5.45 4.45 

d90(μm) 104.70 1205.47 105.36 199.40 234.35 32l.36 155.33 84.34 34.41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은치 및 다덕 광산 시료의 경우 입도분포가 매우 불균 

일 한데， 이는 이들 광산들의 페기물 매립지역이 조성된 지 상당히 시간이 지 

났으며， 유실 등으로 인한 광미 이외의 잡토등의 유입등에 의하여 원래의 상태 

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제 2 절 화학적 성질 

1. 구성 성분 

각 광산에서 채취한 대부분의 광산 폐자원의 경우 Si02의 함유량이 가장 많 

으며， 각 광산의 특성에 따라서 함유 광물의 성분이 다르다. 이들 광물 중에서 

연화 광산의 폐자원에는 Fe와 S가 상당량 함유되어 있어 실제 광미 중에는 

FeS의 형태로 잔존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Table 3-2은 각 광산의 

폐기물의 성분을 ICP에 의해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중석광인 상동광산의 폐자원의 경우 Si02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Fez03가 1O.02wt%, CaO가 9.02wt% 등이 함유되 어 있는데， 이 성 

분분석 결과로 보아 시멘트 제조 시에 필수적인 성분들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시멘트제조용으로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금광인 금정광산에서 채취한 시료의 경우 금정2 보다 금정 1시료가 Si02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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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이 많으며， 그 밖의 성분들의 경우 비교적 비슷한 비율로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As와 S의 경우 금정2시료가 금정 l 시료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 함유되 

어 있다. 

제일광산에서 채취한 시료의 경우 제일1 시료는 원광이며， 제일2 시료는 정 

광. 제일3 시료는 광미로서 선광작업에 의해서 Si02 함유량이 광미， 원광， 정광 

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다른 광산의 시료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양을 함유하 

고 있다. 특히 광미의 경우 Si02의 함유율이 90.70wt%로서 대단히 높은 품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 

편， 금과 은의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금의 경우 이들 시료에서는 거의 함유되 

어 있지 않으며， 은의 경우 제일1 시료는 40ppm, 제일2시료는 306ppm, 제일3 

시료는 32ppm의 품위를 나타냈다. 연， 아연광인 연화 제 1 및 제2광산에서 채취 

한 시료의 경우 Si02의 함유량이 다른 광산 폐자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 

으며， 특히 연화 2시료의 경우 연화 1 시료에 비하여 Si02를 상당히 적게 함유 

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연화광산은 황화광 형태로 생산되었던 광산이었기 때 

문에 Fe와 S의 함유량이 대단히 많았으며 특히 연화2 시료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Pb, Zn, As등의 잔존량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았다. 

성분분석 결과 금광이었던 은치 및 다덕광산에서 채취한 시료의 경우 Si02 

의 함유량이 78.05wt% 와 75.23wt% 이며， 또한 이들 광산의 시료 중에는 Cu, 

Zn, As의 잔론량이 비교적 많았으며， 다덕 시료의 경우 As가 1. 79wt%로서 비 

교적 많았다. 

Fig. 3-2는 중석광인 상동과 연화제 1 및 제2 광산시료의 구성성분을 비교 해 

보았다. 상동 시료의 경우 Si02의 함유량이 가장 높으며 연화1 ， 연화2시료의 순 

이었다. Fe203와 S의 경우 연화2시료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연화1 ， 상 

동시료의 순이었다. Pb. Zn. As등의 함유량은 연화1과 연화2시료가 상동시료에 

비하여 현저히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실제로 연 아연광인 이들 연화광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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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2. Chemica1 ana1ysis of samples. 

상동 금정 l 금정2 제일l 제일2 제일3 연화1 연화2 은치 다덕 

Si02(%) 63.20 77.23 57.27 88.83 76.50 90.70 48.67 25.90 78.07 75.23 

Ab03(%) 7.74 9.77 15.16 2.87 2.46 2.39 5.08 2.53 6.91 6.02 

CaO(%) 9.02 0.64 1.13 1.33 1.08 1.08 7.84 10.46 0.20 0.82 

F~03(% 
10.02 3.22 8.65 0.48 1.99 0.34 21.88 42.28 3.87 5.00 

K 20 (%) 1.42 2.65 3.35 0.99 0.75 0.44 1.85 0.36 2.08 1.90 

0.011 
MnO(%) 0.41 0.025 0.20 0.51 0.21 1.35 1.98 44ppm 0.025 

6 

MgO(%) 1.75 1.12 1.38 0.23 0.23 0.22 1.01 0.91 0.32 0.097 

S (%) 0.36 0.04 1.60 0.10 0.75 0.04 7.82 9.55 2.09 0.99 

Cr(ppm) 49 55 110 21 20 18 57 55 45 17 

Ni(ppm) 29 27 36 7.0 12 6.9 18 18 34 5.9 

CU(ppm) 62 14 93 26 71 16 129 204 87 387 

Pb(ppm) 24 28 83 62 267 40 0.24% 0.15% 0.22% 0.53% 

Zn(ppm) 122 41 69 89 679 80 0.25% 0.18% 0.44% 387 

AS(ppm) 12 269 0.67% 132 49 18 0.15% 0.12% 181 1.79% 

Cd(ppm) I 2.7 <1 1.6 <1 3.8 <1 19 6.2 3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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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화 제 1광산이 연화 제2광산보다 연， 아연의 함유량이 많았다. 

Fig. 3-3은 금은광인 금정광산의 폐자원과 제일광산의 원광， 정광， 광미의 구성 

성분을 비교해 보았다. Si02의 함유량은 제일광산의 시료들에서는 상당히 높아서 

제일3 시료의 경우 90wt%이상의 고품위를 나타냈다. 반면 금정 1 시료의 경우 

Ab03, Fe:z03, K20, MgO, As등의 함유량이 제일광산의 시료 보다 많으며 Cu ， 

Pb, Zn등은 제일2 시료에 현저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선광공정을 거친 

정광이기 때문에 금은정광과 함께 거동하는 원소들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미세영역의 구성 성분(SEM-EDX) 

Photo. 3→2에 서 11까지 와 Fig. 3-4에 서 3- 13까지 는 각 광산 시 료의 SEM사진 

과 전체 및 국소부위의 EDX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 상에서 어둡게 나 

타나는 부분들은 가벼운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밝게 나타나는 부분은 상대적 

으로 무거운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구성 성분이 다를 것으로 예 

상되는 국소부분에 대하여 EDX분석을 행하였다. 상동광산 시료의 경우 전체 

성분은 Si, Ca, Fe의 순서로 함유되어 있으나， 사진중의 1의 성분은 주로 Si로 구 

성되어 있으며， 2의 경우에는 Ca 및 Fe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입자들의 구 

성 성분이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정광산 시료의 경우 

금정 1 시료의 전체 성분은 Si, Al, K, Fe이지만 입자별 성분은 1입자는 주로 Si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2입자의 경우 Fe로 구성되어 있다. 금정2 시료의 경우 

Si, Al, K, Fe등의 금정 1시료의 성분에 다른 불순물들이 다량으로 혼입되어 있 

는데， 이는 현재 본 시료의 채취 지역은 거의 과거의 광미의 매립 흔적만 남아 

있을 뿐 거의 유실되어 시료에 광미가 아닌 잡토가 섞여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 

다. 1입자의 경우는 금정 1 시료에서 볼 수 있는 성분들로 이루어 져 있으나， 2와 

같이 작은 입자의 성분은 매우 다양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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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2 SEM image of Sangdong(SDO)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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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EDX analysis of Sangdong(SDO)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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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3 SEM image of Kumjung l(KJ - 1)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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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EDX analysis of Kumjung l(KJ - 1)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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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4 SEM image of Kumjung 2(K]- 2)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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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5 SEM image of Jeil 1 (JI - 1)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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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6 SEM image of Jeil 2 (]1 - 2)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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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7 SEM image of Jeil 3 (]1- 3)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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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8 SEM image of Yeonhwa 1 (YH - 1)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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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9 SEM image of Yeonhwa 2 (YH- 2)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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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EDX analysis of Yeonhwa 2(YH -2)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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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10 SEM image of Dadeok (DDK)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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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EDX analysis of Dadeok(DDK)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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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11 SEM image of Enchi (ECH)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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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EDX analysis of Enchi (ECH)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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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광산 시료의 경우 전체 성분은 주로 Si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Al, Ca, Fe등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 제일 1, 2, 3，시료 중에서 원굉

인 제일 1과 광미인 제일 3시료의 경우 불순물로서 Fe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광 

인 제일2 시료의 경우 불순물로서 주로 Ca가 함유되어 있다. 

연화광산 시료의 경우 전체 성분은 Si, Fe, S, Ca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 

화1 시료의 경우 입자별로 Si가 주성분인 부분과 Fe와 S가 주성분인 부분으로 

확연히 구별할 수 있으나 연화2 시료의 경우 Si가 주성분인 부분과 Fe의 양은 

적고 S만이 주성분인 부분으로 나누어 입자들이 서로 혼재하고 있어 연화2시 

료의 경우가 연화1 시료 에 비하여 풍화가 더욱 진행되어 유리 S상태로 존재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으로 추측 할 수 있다 

은치 및 다덕 광산 시료는 전체 성분은 주로 Si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밖에 

Al , Fe, K등이 함유되어 있다. 국소 부분에 대한 분석 결과 은치광산 시료는 

소량의 Fe와 Mg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덕광산 시료는 Zn, Fe, S등이 포함되 

어 있다. 이들 광산의 시료는 입자의 크기에 있어서 매우 불균일하며， Zn, Fe, 

S등의 분포가 매우 불규칙적인 것으로 보아 실제로 광미장이 상당부분 유실되 

거나 훼손되어 있어， 그 흔적만이 남아 있는 장소이므로 상당부분의 잡토가 

흔입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 3 절 광물학적 성질 

1. 광학 현미경 

Photo.3- 12는 각 상동， 금정， 제일광산 폐자원 시료의 펀광 현미경으로 구성 

광물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들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각 광산폐자원 시료는 

주로 Quartz가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그밖에 Muscovite, Chlorite등이 포함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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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1 

KJ- 2 

Photo. 3- 12 Optical polarized sample images of Sangdong and Kumjung 
samples 
(Q:Quaπz， M:Muscovite, Ch:Chlorite, H:Hasingsite, B:Bio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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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1 

JI- 3 

Photo. 3- 13 Optical polarized sample images of Jeil samples 
(Q:Qu빠z， M:Muscovite, Or:Oπhoclase， F:Fluorite, Ca:C려cite， B:Bio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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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선 회절 분석 

광학 현미경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각 시료의 X선 회절 분석을 행한 결과 

각 시 료는 주로 Quartz를 주성 분으로 하고 있으며 , Muscovite등의 다양한 광물 

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 시료의 X선 회절 시험 결과는 다음의 Fig. 3- 14 -

Fig. 3- 17에 나타냈다. 이들 시료 중에 연화1 시료는 Quartz와 함께 

Pyrrhotite(Fe1-XS)가 함유되어 있어 황화물형태의 화합물상이 포함되어 있으 

며， 연화 2 시료의 경우 Quartz의 회절강도가 가장 크며 ， 그 밖의 Muscovite등 

이 함유 되어있으며， 특히 Sulfur의 상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풍화 작용에 

의한 유리 S가 상당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제 4 절 환경적 특성 

각 광산 페자원의 용출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출시험 및 수소이온농도시험 

은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준하여 행하였다. 수소이온 농도 측정용 시료액은 시 

료 각 10g을 500 ml 비이커에 취하여 증류수를 25 ml 가한 다음 잘 교반하여 

30분 이상 방치한 후 이 현탁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또한 용출시험용 시료 

액은 시료 50g을 500ml의 증류수에 혼합하여 조제하였고， 이 혼합액을 상온， 

상압하에서 진탕 횟수 매분 약 200회， 진폭이 4-5cm의 진탕기를 사용하여 진 

탕한 후， 여과하여 여과액을 ICP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이 시험결과를 Table 

3- 3 - 3-4에 나타냈다. 

용출액의 pH값은 2.23-7.42를 나타내며， 금정 2， 연화 2, 은치， 다덕 시 료의 

경우 비교적 산성을 나타냈다. 고상 폐기물의 경우 pH 2이하의 경우 특정 폐기 

물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 사용한 광산 폐자원 시료의 pH 2 이하의 것은 없 

었다. 규제성분에 대한 함유량은 각 광산 폐자원에서 거의가 허용 기준치 이하 

의 값을 나타냈으나， 금정2 시료에서 As, 은치 시료에서는 Cu와 Cd, 다덕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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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14 X - ray diffraction pattem of Sangdong and Kumjung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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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15 X - ray diffraction pattern of Jei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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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16 X - ray diffraction pattern of Yeonhwa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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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는 Cu가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함유량이므로 이에 대하여 적 절히 조치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Table 3-3 The results of pH test for waste samples. 

공해공정 시험볍 고상폐기물 pH시험법에 

Table 3-4 The results of dissolution test for waste samples. 

잖t 
트리클로 테트라클로 

CN Cr+6 Cu Cd Pb Hg As Org.P PCB 
로에틸렌 로에틸렌 

상동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금정 1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금정2 ND ND 1.54 ND 0.06 ND 3.82 ND ND ND ND 

제 일 1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제일2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제일3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연화1 ND ND 0.02 0.15 0.15 ND 0.01 ND ND ND ND 

연화2 ND ND 2.31 0.14 0.47 ND 0.20 ND ND ND ND 

은치 0.01 ND 3.07 0.42 0.30 ND 0.02 ND ND ND ND 

다덕 0.05 ND 8.15 0.01 1.10 0.02 0.08 ND ND ND ND 

특정폐기물기 

l 1.5 3 0.3 3 0.005 1.5 1 50 0.3 0.1 
준치 (mg/!) 

* 시험방법 : 공해공정 시험법의 용출시험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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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광산 폐자원의 활용 

제 1 절 활용성 평가 

과거의 광업은 광석의 일회성 사용 개념이었다. 이는 광석으로부터 유가금 

속 또는 물질을 한번 회수한 다음 필요 없는 물질 (맥석 또는 광미 등)은 폐기 

물로서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폐기물에 의하여 유발되는 환경오염 

과 지구상에 부존하는 자원의 유한성 때문에 이러한 개념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모든 자원의 순환이용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광미 

나 맥석 등 광산폐자원의 활용도 같이 맥락에서 고려하게 된 것이다. 

광산폐자원의 활용여부는 대상 가용자원의 기술성 경제성 그리고 환경위해 

성에 의하여 좌우되며 그 분석인자들은 아래와 같다. 

1. 기술적 측면 

가. 가용자원의 성질 및 특성 

대상자원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광물학적 특성에 따라 활용 가능한 제품의 

종류 및 공정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나. 가용자원의 유용성 

광산폐자원의 사용 용도와 활용부분이 다양하면 그만큼 활용 선택의 폭이 넓 

어지고 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광산 폐자원의 경우 고부가가 

치의 제품보다는 대량처리가 가능한 제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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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측면 

가. 가용자원의 양 

생산 경제단위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가용자원의 부존량이 충분하여야 한다. 

나. 수송비 

제조물질의 가격이 낮을 겨우 광산폐자원을 제조물질 생산공장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큰 원가비중이 차지하게 되며 실제로 시멘트 원료로 사용 

시 수송비가 가장 문제시 된다. 

다. 제조 원가 

제조원가가 낮을수록 경제성이 높일 수 있으며 이것은 기술개발을 통하여 상 

당부분 가능할 것이다. 

라. 제품의 판매가격 

제품의 판매가격 또한 광산 폐자원의 활용도를 결정하는 변수이다. 제품의 

가격을 높이기 위하여는 즉 고부가가치를 얻기 위하여는 고가의 제품을 제조하 

여야 하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폐기물의 처리 및 활용차원에서 활용제 

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유해폐기물 활용이 그러하듯이 광산 폐자원의 활용도 단순 경제논 

리만으로는 그 평가가 곤란하다. 유해폐기물 때문에 유발되는 환경 유해 함수 

와 이의 방지에 필요한 경비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면 광미로 인하여 

중금속함유 침출수가 발생한다면 이에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조물질의 가 

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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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적 측면 

가. 환경 유해성 

대상 광산폐자원이 유해중금속을 함유하고 있거나 중금속이 쉽게 용출되는 

등 환경유해성이 높으면 활용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 

품 제조공정에서 유해중금속을 제거하거나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광산폐기물에 

의한 환경위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동시에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나. 활용 공정상의 환경문제 

제품 제조 공정상에서는 환경오염 요인을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황화 

광미의 경우 산화물로 제조하기 위하여 황을 S02로 제거 시 이에 수반하는 발 

생하는 공해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환경안정성 

제조된 제품의 환경안정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 2 절 활용 용도 

광산폐기물은 광물학적으로 주로 황화광 또는 산화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금속광산 폐자원으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표 1과 같다. 

주요 요업 및 건축， 토목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유리용 원료 

Si02성분 공급원료:규사와 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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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20성 분 공급원료:소다회 (Na2C03), 망초(Na2S04) 

CaO성분 공급원료:석회석 (CaC03) ， 소석회 (Ca(OH)2 ) ， 생석회 (CaO) ， 

돌로마이트(CaC03 . MgC03), 석고(CaS04 . 2H20) 

Alz03성분 공급원료:장석 (K20 . Ab03 . 6Si02) 

Table. 4- 1. A vailable usage of metallic tailings 

τ 님r 야 활용 가능 용도 

o Ferrite 

소재 원료 。 안료 

。 방음 차폐기 등 

。 건축재 

건축 및 。 경량골재 

토목 재료 。 시벤E 

。 레미콘 혼화재 

。 도자기 

요업 재료 。 타일 

。 유리원료 

유가물질 회수 
。 그口소 「 7 ET / \그 U , τ 。:r I τ5-) 

O 고품위 실리카 

Table. 4- 2. Chemical compositions of glass 

종수걱r Si02 Na20 K20 CaO PbO MgO BaO B203 

석영유리 100 

소다석회유리 
72.1 14.0 0.5 10.0 1.0 

(병유리) 
납유리 

58.0 3.2 8.0 3.1 24.8 0.2 1.4 
(crystal) 

Pyrex 유리 81.0 4.5 12.0 

유리섬유 
54.2 0.5 15.9 4.4 10.0 

(장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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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멘트용 원료 

Table. 4- 3. Chemical compositions of cements 

j와얘rsα 1 매20::1 F~ÛJ CaO MgO 

보통포틀랜드 
22 .1 5.0 3.0 63.8 l.6 

시멘 E 

고로시멘E 24.0 7.4 2.3 57.9 2.9 

실리카시벤E 20.1 4.3 2.8 59.7 l.2 

플라이애쉬 
2l.1 5.3 2.9 59.9 1.1 

시멘 E 

석회석원료 : CaO 공급원 

점토질원료 : SiOz, Ah031 Fe203 공급원료 

규산질원료 Si02 공급원료 

SÛJ 

2.0 

2.3 

l.8 

l.7 

0.35 0.54 0.30 0.11 0.13 

0.24 0.28 0.46 0.04 0.28 

0.43 0.56 0.23 0.10 0.06 

산화철 원료 : 점토중에 Fe2Ü3가 클링커 보다 적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 

사문암 형석 : 클링커 소성용 원료로 융제 역할을 함. 

3. 건축용 점토제품 원료 

원료광물: 적점토 (점토중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보통 5-8%정도이다). 

4. 도자기제품 원료 

(타일(바닥， 모자익， 내장， 외장타일 등) , 식기류， 위생도기， 노벨티) 

가소성원료: 점토/ 세리사이트/ 도석/ 납석 등. 

비가소성 원료 : 규석 장석 

- 121 



Table. 4-4. Chemical compositions of ceramics 

소지 종류 접토질(%) 석영(%) 장석(%) 기타(%) 

장석질 도기 40-55 55-42 5-3 

석회질 도기 40-55 40 석회석 또는 마그네사이 E ! 

20 - 5 

위생 도기 40-60 45-32 5-3 

| 주방용 조석기 50 40 10 

정석기 40-50 30-40 30-10 

고화도자기 40 - 60 I 25-40 20-30 I 

저화 도자기 25-30 0-20 40 - 60 

제겔 자기 25 45 30 

제블 자기 40 32 28 

골회 자기 25-40 25-60 

5. 내화물용 원료 

납석， 고령토 및 샤모트， 점토， 규조토(Si02 90%이상) 

마그네시아 클링커 및 전융마그네시아， 석회석 등. 

마그네사이 E 

0.5 -1 

마그네사이 E 

0.5 -2 

골회 10-40 

주요 광산폐기물의 화학조성 (표 6 참조)을 고려하여 보면 앞에서 설명한 여 

러 종류의 요업제품의 소재로 충분히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본 광산폐기물을 

요업원료로 사용할 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광산폐기물의 화학조성이 안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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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쇄성 및 반웅성 및 소성성. 

최종제품의 색상， 기계적 강도， 내화도 등과 같은 특성 변화. 

- 조업성에 미치는 영향 

Table. 4- 5. Chemical compositions of refractorries 

τ 닙c ， 근T τ :Z5-T ET 주요화학성분(%) 

규석질 Si02 93-97, Ab03 0.2- l.5, Fe203 0.5-2.5, 

산성 반규석질 CaO 1.5-3.0 

내화물 납석질 Si02 50-75, Ab03 20 -45, F~03 1-4, 

샤모E 질 CaO 0- l.5, MgO 0-1 

고알루미나질 Ab0350-70 이상. 

중성 탄소질 C 

내화물 탄화규소질 SiC 

크롬질 Cr203, Ab03, MgO 

포스테라이 E 질 MgO. Si02 

염기성 크로마그질 MgO 50미만， Si02 8.0이하. Cr203 

1 돌로마이트질 
g 시

 

「
」

MgO 78 - 83, CaO 15 - 20. 

제 3 절 연구 대상 광산 폐자원 선정 및 활용방안 

1. 중석 광미 활용 방안 

그동안 중석광 광미에 대한 연구는 크게 광미 중 중석 회수와 건축 재료로 

의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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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석 제련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석 광미에는 유해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중석 회수보다는 건축 자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 

각된다. 표7은 건축재로 활용을 위하여 국내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연구를 간 

략히 종합한 것이다. 

Table. 4- 6. Domestic studies on the utilization of tungsten mineral tailings 

뿔폰 
-까4、- 성 

수열합성 
건축 재료 경량 골재 

내장 타일， 바닥 타일 

제 면 ~ 소성 건축벽돌 건축용 경량 골재 건축용 벽체， 구조물 

(적연와 특급 대치용) 

광미 +Na2CÜ:3• Pelletizi 광미→+생수석열회양생 +혼→합건→ 광미+점토→건조 ~ 
제조 공정 ng→건조→소성및발포 반응 

혼합→성형→소성 
→선별 j조 

」1-2-- 도 1150 0C 1150 0C(급속가열) 110-20CfC 

소다회 : 0 - 2% 

첨가물 점토 : 0- 30% Buncker- coil 및 펄 표 생석회 : 7-15% 

폐액 

광미 자체의 점결력 생석 회 (CaQ:92- 93%, 
비 고 천연 골재와 가격 경쟁 

점토필요 MgO:5%) 제조 필요 

중석 광미의 대량 사용 처로는 건축 자재나 시벤트 부재료로 활용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하여는 전문 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124 



2. 연 · 아연 광미 활용 방안 

연화 광산 광미는 제 1연화， 제 2연화 각각 600여만톤 씩 광미장에 쌓여 있으 

며 두 광산 공히 Phyrrotite를 25 - 30wt.% 함유하고 있다. 

Phyrrotite의 자력선별은 유황의 함유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Harada2)에 의하면 유황 원자 비율이 50% (FeS l.o)에서 52.4% (FeSl.l)까 

지의 것은 자성은 극히 약하고 유황의 함유량이 증가하여도 자성의 증대는 미 

미하다. 그러나 52.4%와 52.6%(FeS l.ll) 사이에는 급격한 자성 증가점이 있고 

여기서부터 S량이 증가하여 53% (FeS1.l3) 에 이르는 사이에 자성이 현저하게 증 

대하며 그후 53.5%(FeSl.ls)까지는 완만한 자성 증대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 

편 Nagada3)는 FeSl+x에 서 O<x<O.1 일 때 는 반자성 0.1 <x<1/7일 때 는 상자성 을 

띠며 x==O.1일 때는 특정 옹도에서만 상자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오재현1) 등 

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연화광산에서는 다양한 결정형의 Phyrrotite가 산출되었 

으며 50%이상이 단사정계나 단사정계90%+육방정겨110% 형태의 Phyrrotite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연화광산의 연 · 아연 광미는 유황의 함량이나 

결정 구조에 따라 자성이 다양하므로 정광의 순도를 높이고 수율 향상을 위해 

서는 자력선별에 더불어 부선이나 비중선별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동화광업(주)에서는 구리 광미를 처리하여 고품위 산화철 제조 공정을 

상업화하여 고품위 산화철을 시판하고 있으며 그림4- 1.은 이의 공정도를 나타 

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채취한 시료는 형태에 있어서 제 1연화와 제2연화가 상당한 차 

이를 보이고 있으나 원래는 비슷한 광물로 생각되며 시료 채취 장소에 따른 차 

이로 보여진다. 즉 연화 제 1광산 시료는 비교적 굵은 입자들이 쌓여 있는 곳의 

시료라서 풍화를 적게 받았으며 제2광산 시료는 Phyrrotite가 풍화를 받아 유리 

황과 Geothite로 분해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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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 아연 광미 활용을 위 하여 는 실 리 카나 규산염 광물로부터 Phyrrotite의 

분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광미장에 쌓여 있는 광미는 오랜 세월이 지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풍화를 받아 표면이 산화되었고 1차 선광 처리 시 부선 

시약 등이 묻어 있어 기존의 선광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 

하여 비중 선별， 자력 선별， 부유 선별 등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Phyrrotite 정광으로부터 제품 생산은 정광의 순도와 불순물에 따라 산화 

배소하여 적색 안료 혹은 자성 재료 제조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원료(광미) 중에 들어 있는 비소 카드늄 납 등 중금속의 향 

배에 따른 처리 방안도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3. 기타 조사 광산의 광미 활용 방안 

전주 제 1금광은 광업주가 바뀌어 현재 광미를 재처리하여 금，은 회수와 레미 

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스파이럴 비중 선별기를 이용하여 시험 중에 있다. 

광산 위치가 대도시 근교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광미 중 부분적으로는 

미회수된 금，은이 상당량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4) 있어 바람직한 방향의 재활 

용으로 생각된다. 금은 회수에 있어 선광 기술이나 잔사 재활용 시 예상되는 

광미 중의 불순물 등에 관한 문제는 본 연구와 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타 금정 광산， 은치 광산， 다덕 광산은 현재 광미장을 복토하여 광미가 존 

재하지 않거나 교통이 너무 불편하여 광미의 재활용 차원보다는 토양 오염이나 

침출수 처리차원에서 근본적인 처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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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0.15, Zn:0.2, S:50 ,Si02:2.5%) 

마 광 

함 Cu 광물 

> 폐 기 물 < 

.:!F-져 고L 
。 ð 。

>1 황 산 회 수 l-> 황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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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1 Flow chart on the utilization of pyrrho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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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계 획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광산폐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 

으로 국내 주요 광산폐자원의 현장 실태조사와 이들의 물성평가를 수행하였으 

며 이를 토대로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1. 비철금속광산이 환경유해요소가 가장 크며 부존광미량 또한 대량이므로 

이들의 활용방안이 시급하다. 국내 주요 비철광산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와 

이들의 물성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연구는 

3종의 주요광종별로 은 중석광산 (상동) , 연， 아연광산 (연화광산) , 금，은광 (금 

정， 제일， 은치， 다덕)의 폐자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시료의 평균입도(d5이는 45-175μm정도로 대체적으로 균일한 입도분포를 

가지고 있으나， 금은광인 금정2， 은치， 다덕 시료의 경우 불균일한 입도분포를 

나타냈다. 

3. 구성성분은 대부분의 시료에 있어서 Si02가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금은 

광인 제일광산의 광미의 경우 그 함유량이 90.70wt%의 고품위를 나타냈으며， 

연， 아연광인 연화 광산 시료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Fe 및 S의 함유량이 많았 

다. 중금속인 Pb, Zn, As , Cd등의 함유량은 주로 금은광인 금정 2， 은치， 다덕 

및 연， 아연광인 연화2시료에 많이 잔존하고 있었다. 

4. 이들 시료의 구성 광물은 Quaπz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은광과 

중석 광인 상동시 료의 경 우 그밖의 Muscovite, Fluorite등의 광물이 함유되 어 있 

고， 연， 아연광인 연화광산 시료의 경우 Pyrrhotite, Muscovite, Sulfur등이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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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다 

5. 각 시료에 대하여 폐기물 공정시험법에 의한 pH 및 용출시험 결과， pH의 

경우 2이하의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는 시료는 없었으며， 용출시험에서는 주로 

금은광인 금정2는 As, 은치는 Cu , Cd 그리고 다덕시료는 Cu , Hg가 특정 폐기 

물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6. 각 광산별 폐기물의 주성분과 활용가능한 제품은 아래와 같다. 

고。L시 :，:r며 。 -Z「λd내 τ닙r 활용성 

시벤 E 원료 

규화벽돌 

상동광산 
- Si02, Fe203, CaO 

- Clinker Tile 
1- Ab03, K20 등 함유 

인공경량골재 

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 유가금속 (금， 은)의 회 수 
제일광산 - Si02 

비철제련용 flux 
그n 처 。과 。사 (제 일광미사:80% 이상) 

- Si02 원료 

- 황화물 --> 산화물 

연화광산 
i- Si02, FeSl-2 처벼도 t:<l 겨Q 랴 。곤 2/채‘” 

(S : 7- 10%) 중저급용 충전재 

ferrite , 안료 

- 황화물 > 산화물 
은치광산 - Si02 

안료 및 충전제 
다덕광산 - Alz03와 FeZ0 3 함유 

1 건축재 

7. 경제성， 기술성 및 환경성을 고려할 때 광산폐자원의 활용이 시급히 필요 

한 곳은 상동의 중석광 광미， 연화광산의 연 ，아연 광미， 전주의 제 1금광 등 세 

곳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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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석광미는 유해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건축자재나 시벤트 부원료 

로 활용이 적합하다. 연，아연광미는 선광처리 시의 부선시약을 함유하고 있고 

중금속 함유량도 높으므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배소 후 

저급안료나 자성재료를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주 제 1금광은 현재 금， 은 

및 실리카 회수를 위한 비중선별을 행하고 있으므로 업체 주도로 활용을 수행 

하고 기술 상의 문제점 도출 시 연구소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2 절 향후 연구계획 

1차년도 연구결과을 토대로 향후 연구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산화광미 (주대상 중석광)를 이용한 시멘트 원료 및 건축재로의 활용방안 

(시멘트 원료로의 활용은 쌍용시벤트 중앙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 

2. 황화광미 (연， 아연광산)의 저급 안료 및 ferrite 소재로의 활용방안 저급 

안료 및 ferrite 소재로의 활용을 위한 물리적 선별 및 배소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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