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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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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al Evaluation 

n. Objective of the Study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develope a concentrative processing 

technology to utilize the low grade ilmenite ore of about 2 billion tons 

reserved in Hadong , Kyung sang nam- do. The study includes technology 

developments such as 

. Processing technology to recover ilmenite concentrate for th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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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i refining 

. Processing technology to recover ilmenite concentrate for the use of 

protecting erosion of iron hearth refractory 

. Technology to use anorthite and tailings 

. Preparation of economical evalution 

ill. Scope and Content of the Study 

a) Scale- up test of dry cleaning technology 

b) Scale- up test of wet cleaning technology 

c) Optimization of the cleaning technology and process 

d) Development of utilization technology On tailings obtained in the 

cleaning process and anorthite 

e) Preliminary econornical evaluation 

N. Resu1t of the Study 

l. The result of chernical analysis on head ore shows that it contains 

9.31%TiO:z, which is slightly high grade comparing 5.38%TiO:z of head 

ore obtained in previous year. 

2. The result of microscopic analysis on head ore shows that gangue 

minerals consists of mainly anorthite, hornblend and small amount of 

quartz, chlorite, pyroxene. Particularly, heavy minerals such as garnet, 

zircon, pyrohotite and magnetite appear in gangue mineral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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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ained in the cleaning process. 

3. Cobbing test of magnetic separation was carried out for the recovery of 

coarse magnetic product on the initial treatment process. The magnetic 

separation using rare earth magnetic separator was performed at 

conditions of 250rpm ro11 speed, 0 splitter position and 1,000gr'/rnin. 

feed rate. The magnetic product contains 12.l0%Ti02 and is recovered 

with 92.47% recovery. The cobbing separation provides an effect not 

only to reduce 30% of feeding amount for the next grinding process 

but also increase the grade of ore for obtaining economical operation. 

4. The result of gravity separation test using shaking table concentrator 

shows that ilmenite concentrate containing 4l.25%Ti02 is obtained with 

57.78% recovery at the initial recovery stage. 

5. The ilmenite concentrate obtained by gravity separation appears 

insufficient grade for the use of Ti refining. So, magnetic separation 

method is adopted to increase the grade of the ilmenite concentrate 

having 4l.25%Ti02. The ilmenite concentrate obtained using cross belt 

magnetic separator is recovered with 9l.02% recovery at magnetic 

intensity between 10 Ampere and 17.5 Ampere. The ilmenite 

concentrate obtained by magnetic separation 46.0l%Ti02. 

6. The result of magnetic separation varying magnetic intensities shows 

that non-mag. products obtained at 30 Ampere and 20-30 Amp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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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vely contain high grade zircon and garnet. The mag. product 

obtained at 10 Ampere contains pyrohotite. 

7. The ilmenite concentrate obtained by magnetic separation does not 

contain sufficient grade for use of Ti refining yet. So, electrostatic 

separation is adopted to reject the impurity rninerals induced in the 

ilmenite concentrate. The conditions of electrostatic separation are 22 

Voltage of electric intensity, screen length at 6, feed velocity at 8 and 

feed rate 70gr./rnin .. The result of electrostatic separation test shows 

that the final ilmenite concentrate containing 50.27%Ti02 is obtained 

with 90.01% recovery. 

8. Based on calculation of total recovery of the final ilmenite concentrate 

containing 50.27%Ti02, it appears 44.7% recovery from head ore 

containing 9.31%Ti02, when it is treated by combination process of 

gravity separation, magnetic separation and electrostatic separation. 

9. The final ilmenite concentrate containg 50.27%Ti02 is evaluted by 

Hankook Titanium Co. The result shows that the ilmenite concentrate 

is resonable for Ti refining , because it contains low impurities such as 

0.01%Cr03 and 0.14%V20s. , except containing a little bit low active 

titanium di • oxide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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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otal result of separating test shows that ilmenite concentrate of 

50.27%Ti02 for use of Ti refining is obtained with 44.8% recovery and 

another ilmenite concentrate containing 19%Ti02 for use of protecting 

erosion of iron hearth refractor is obtained 33% recovery , respectively. 

11. The result of applying test on the tailing product having 3.61%Ti02 

grade and 80.9%wt. shows that it can be used as subsidiary material 

for cement manufacture. 

V. Expective effect and applying Plan 

A. 1n technical phase 

。 To establish a concentrative processing technology to use low grade 

and hard rock type ilmenite ore. 

。 To develope utilization technology of anorthite and tailings wasted in 

the treatment process 

B. 1n econornical phase 

。 To create a market having value of 110,000 billion ilmenite 

concentrate 

。 To substitute the imported ilmenite concentrate 

。 To provide negotiable price of the imported ilmenite concen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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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중 9번째로 많은 티타늄은 산화물 상태에 

서 높은 백색도와 반사특성 그리고 밝은 분사특성을 갖고 있어 오랫동안 

Ti 백색분말의 형태로 페인트， 제지， 고무， 플라스틱 및 기타 산업의 백 

색안료로 사용되어 왔다. 더욱이 금속 티타늄은 고강도， 내고온， 내저온， 

내부식， 무독성 기체흡수성 그리고 초전도체 성질등으로 인하여 초음속 

항공기， 우주왕복선， 잠수함의 몸체등에 중요한 합금 원료로 사용되고 있 

으며， 인공치아， 인공관절등의 재료로도 이용되고 있다. 그밖에 용접봉， 

전자요업용， 석유화학공업용 등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티타늄 광석의 세계 매장량은 약 10억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호주， 브라질， 인도， 스리랑카， 미국， 캐나다 그리고 말레이지아 등이 주 

요 부존 및 생산국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96’년 기준 티타늄광의 총 수 

요량이 약 50만톤이며， 이중 국내 생산이 40만톤 그리고 10만톤은 말레 

이지아， 호주， 인도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티타늄광의 전량은 자철광， 적철광등을 함유한 함티탄철 

광으로 제철소의 용광로 노벽보호제로만 이용되고 있을뿐， 제련용 고품 

위 티탄철광(Ti02 48% 이상)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고품위 티 

탄철석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제련 

용 티탄철광의 수입가격이 97’년 대비 4배 이상으로 급등하여 티타늄 관 

련산업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자원연구소에서 티탄철석의 선광 및 활용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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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작하게된 이유는， 1996년도 충남대학교 김원사 교수팀이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지역에， 현재 보고되고 있는 세계 매장량 10억톤보다 2배 

나 많은 약 20억 톤의 티탄철광이 부존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국가적으로 이에대한 큰 관심을 갖게되어 연구에 착수 

하게 되었다. 특히， 하동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20억톤의 티탄철석을 경제 

적인 가치로 환산한다면 약 110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여 활 

용한다면 국내산업의 활성화 뿐만아니라 전략적인 첨단 광물인 티탄철 

석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와 국제적 가격변동에도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 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티탄철광은 금홍석과 같은 다른 티타늄 광물이 내포되어 있지 않아 효과 

적인 정제기술만 개발된다면 제련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 

추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 대량으로 부존되어 있는 저품위 티탄철석의 활용 

을 위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련용 고품위 티탄철석과 티타늄 

광의 대량 소비가 가능한 용광로 노벽보호제용 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다. 또한 이 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티탄철석 

의 개발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암으로부터 산출되는 회장석과 정 

제실험 후 테일링으로 산출되는 부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는데 있다. 

따라서 2차 년도인 금년에는 1차 년도에 수행한 실험을 기초로 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련용 고품위 티탄철석을 생산할 수 01 조二 
λA'-

처리공정 개발과， 또한 정제공정에서 생산되는 중광물을 노벽 보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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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기 위한 공정개발도 수행하였다. 그리고 수반광물인 회장암과 선 

광 광미의 이용을 위하여， 광미의 시벤트 부원료 이용연구와 회장암의 

기능성 세라믹 및 다공성 소재 제조연구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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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티 타늄 광물의 개 론 

제 1 절 광물학적 특성 및 수급현황 

1. 광물학적 특성 

지구상에 존재하는 티타늄 원료 광물중 Ti02 성분을 1%이상 함유한 

천연광물은 약 140여종에 이르고 있으나l 공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 

치있는 광물은 Table 1과 같이 10여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광물중 

실제로 Ti02 성분을 이용하고 있는 광물은 금홍석과 티탄철석으로/ 이들 

의 화학조성 및 광물학적 특성은 Table 2 및 Table 3과 같다. 

Table 1. Natural Ti Bearing Minerals 

Minerals 다lernical Corn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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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rnenite FeTi03 (often Fe 3+ , Mη 2+, Mg) 

Anatase Ti02 

Davidite (FeμCe， La)z (Ti, Fe, Cr, η5 0 12 

Ge민ikie마lite MgTi03 

Pseudobrooki te Fe ~+ Ti 0 5 

Nb-Rutile (Fe>Mn) 캅y (Nb은 Ta) 앓 Ti 쁜(값+y) 04 -y 

Freudenbergite (Na,K)z(Ti,Nb)6(Fe,Si)z(0,0 H)18 

Hogbornite (F e,Mg)6( Al,F e)16 Ti 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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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석의 경우 TiOz 함량이 96% 이상으로 매우 높아 TiOz 성분을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광물이나， 세계적 매장량이 적고 일부 지역에 국 

한되어 있으며， 가격 또한 티탄철석보다 5배 이상 높아， 이용에 많은 제 

약이 뒤따른다. 반면 티탄철석의 경우는 이론적 TiOz 함량이 54.57%로 

금홍석보다는 낮지만 그 이외의 대부분이 FeO나 FeZ03로 이루어져 있 

어， 침출에 의한 TiOz 회수 후 Fe를 이용할 수 있는 잇점을 갖고 있다. 

뿐만아니라 티탄철석은 세계적 매장량이 비교적 풍부하고 원료가격이 금 

홍석 보다 저렴하여， 전 세계적으로 TiOz 성분의 80% 이상을 티탄철석 

으로부터 이용하고 있다. 

티타늄 원료 광물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티탄철석의 광물학적 

특성은，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경도 5-6, 비중 4.7-4.8이며 때때로 

약자성을 띠기도 한다. 특히， 광물학적으로는 삼방정계에 속하며， 코람텀 

형 능면체로 결정하지만 보통 철흑색의 괴상 입상으로 산출되며 금속내 

지 아금속 광택을 나타낸다. 화학식은 일반적으로 FeTi03 이지만 때때로 

Fez+ 이온 반지름이 비슷한 Mg2+ 이온과 치환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적 

철광(a -FeZ03)이나 자철광(Fe304)과 고용체를 형성하기도 한다. 티탄철 

광으로부터 티탄을 얻기위한 제련공정으로는 진한 황산으로 분해해서 얻 

어지는 황산염 용액에서 황산철을 제거하고 나머지 용액에서 가수분해 

에 의하여 산화티탄을 침전시켜서 산화티탄을 만든다. 따라서 TiOz의 경 

제적 광상은 금홍석과 티탄철석 뿐이라해도 과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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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Rutile and I1menite. 

Minerals Ti02(%) FeO(%) Fe20 3(%) Crz03(%) MnO(%) 

Rutile 96.20 0.37 0.18 0.005 

Ilmenite 54.57 25.15 16.34 0.04 1.67 

Minerals Si02(%) CaO(%) MgO(%) P20 5(%) V20 5(%) 

Rutile 0.80 0.03 0.02 0.002 0.61 

Ilmenite 0.53 0.30 0.32 0.13 1.18 

Table 3. Mineralogical Property of Rutile and I1menite 

Minerals S .G. Hardness 
Crystal 

Form Col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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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menite 4.7-4.8 5-6 Hexagonal 
Sheet, 

Br, BrBl 
Gran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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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티타늄 광물의 수급현황 

가. 셰계 매장량 및 생산추이 

티타늄 광물의 세계적 매장량은 약 10억톤 정도이나， 실제로 티타늄 

을 개발하는 나라 기준으로는 약 5억톤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전세계 

티타늄광의 대부분은 티탄철석으로 그 주요 생산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 

주， 노르웨이， 브라질， 인도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으로， 이들 국가가 전세 

계 생산량의 약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금홍석의 생산량은 티 

탄철석의 약 5% 수준으로 호주가 현재 세계 최대의 생산국으로 전 세 

계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의 티탄광상은 동해안에서는 금 

홍석이 그리고 서해안에서는 티탄철석을 주성분으로 한 해변사(mineral 

sand)가 산출되 며 , Perth 남방 Bunbury 항 근처 에 는 고품위 Leucoxene 

이 부존되어 있으며，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Richard Bay와 씨에라리온 

의 Sherbro 강 유역에는 금홍석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Table 4와 Table 5는 국가별 티타늄 광물의 매장량 및 생산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티탄철석은 캐나다， 미국， 호주， 인도， 남아공， 소련， 중국， 

노르례이 등에 분포되어 있으나， 금홍석은 브라질， 호주， 인도， 남아공에 

국한되어 있고 그 매장량도 티탄철석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었 

다. 그러나 93년도를 기준으로 볼때 티탄철석의 생산은 Table 5에서 알 

수 있듯이 브라질과 호주가 세계 생산량의 50% 이상을， 그리고 금홍석 

은 호주와 스리랑카가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생산 

량이 국가별 매장량에 크게 좌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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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World Reserve of Titanium Minerals 
unit : 천톤 

Reserve Reserve Base 
Nations 

Ilmenite Ruti1e Ilmenite Ruti1e 

u. S. A 7.600 300 32,000 1.500 

Australia 24,000 5,300 6.600 42,000 

Brazil 1.500 66.000 1,600 86,000 

Canada 27,000 73.000 

India 31,000 4,400 31.000 4,400 

Italy 9,000 21 ,000 

Sielarion 200 2,000 

So. Africa 36,000 3,500 45,000 4,500 

Srilanka 3.600 800 3,800 800 

USSR 5,900 2,500 13,000 2,500 

China 30.000 41 ,000 

Egyt 1,400 

Finland 1,400 1,400 

Madacassa1 15,000 

Maleysia 900 

Norway 32,000 90,000 

Tota1 200,000 85.000 420,000 160.000 

Mineral Commoditiy Summ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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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천톤 

펴짜안L 1990 1991 1992 1993 

CD Ilmenite 
Australia 1,602 1,476 1,786 1,737 

Brazil 101 69 77 80 
Canada 3,200 2,000 2,200 2,100 
China 184 229 305 300 
lndia 280 312 300 300 

Maleysia 530 336 338 279 
Norway 789 615 708 713 
Sielarion 55 60 60 63 

Srilanka 74 63 60 70 
Thailand 11 17 3 21 
Ukranie 200 180 
u. S. A 240 250 270 350 
USSR 430 4,000 

Total 8,600 7,200 7,800 7,700 

(2) Rutile 

Australia 245 193 183 189 
Brazil 2 2 2 2 

Canada 11 14 10 10 
lndia 

144 155 149 150 
Sielarion 
Srilanka 

8 3 3 3 

u. S. A 29 27 29 25 

USSR 9 9 

Total 507 486 464 468 

@ Leucoxene 
Australia 19 20 20 19 

@ Etc. 
403 484 530 534 

So. Africa 

Table 5. World Production of Titanium Minerals 

자료 : BGS 
주 : 1) 남아공은 Slag 및 티타늄 광석의 Ti 함량 환산치임 

2) 정광중량 기준 

1 , i 
q J 



Table 6과 Table 7은 1998년도 기준 각 국가 및 회사별 티탄철석 

생산량 및 생산된 티탄철석의 TiOz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금년도의 티 

탄철석 최대 생산국은 1 ，042천톤을 생산한 호주이며， 남아프리카와 캐나 

다가 각각 888천톤과 748천톤을， 그리고 그 다음 노르웨이가 308천톤을 

생산하여， 이들 4개 국가가 금년 세계 티탄철석 생산량의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각 국가별로 생산된 티탄철석의 특성을 살펴보면， 호주 RGC 

MINERAL SAND와 CABLE SAND 사의 경우 생산된 티탄철석중 TiOz 

함량이 티탄철석의 기본 이론치 54.57%보다 높아 상당량의 금홍석이 혼 

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iOz 이외의 구성 성분이 확인되지 않 

아 금홍석의 혼합비율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호주산의 경우 해변 

사로부터 채취되어 상당량의 금홍석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호주의 TIWEST JOINT VENTURN 사에서 생산된 티탄철석은 TiOz 

함량이 81%나 되어 티탄철석 보다는 금홍석의 혼합비가 높을 것으로 추 

측된다. 

반면 캐나다， 남아프리카，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브라질， 스리랑카， 

베트남 등에서 생산된 티탄철석은 Ti02 함량이 54% 미만으로 조성되어 

있어 금홍석의 흔입이 크지 않은 비교적 순수한 티탄철석으로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으나， 인도의 일부 회사와 미국， 스리랑카， 씨에라레온 그 

리고 우크라이나 국가에서 생산된 티탄철석은 TiOz 함량이 55% 이상되 

어 금홍석이나 기타 Ti02 함량이 높은 광물이 흔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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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티타늄 광물중 TiOz 함량이 높을 수록 TiOz 이용에 효 

과적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순수한 금홍석 이외의 광물로부터 

TiOz를 이용할 경우 순수한 티탄철석이 가장 효과적이며， 상다량의 금홍 

석이나 불순물이 혼입되어 있으면， 침출에 나쁜 영향을 미쳐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티타늄 광물로부터 TiOz 침출시 대부분 황산침출 방법을 택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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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Wor1d Production of llmenite 

Ti02 Products 
Nations Company Contents 

(unit:1α)()T) (%) 

φ RGC MINERAL SAND 346 
Capel Sulphate 56 (84) 
Enoabba 60 (235) 
Capel Chloride 58 (29) 

(2) CABLE SANDS 195 
Capel 55 (125) 
Capel Area 59 (1 2) 
Jangardup 61 (58) 

l AUSTRALIA 
@ WESTRALLAN SANDS 178 

Yoganup North 57 (166) 
North Caprl 54 (1 2) 

@ BHP TIT ANIUM-BEENUP 51 30 

@ CONAOLLDATED RUTILE 51 86 

CID TIWEST ]OINT VENTURN 81 207 

SUB TOTAL 1042 

2 CANADA CD QIT-FER AT TITANE 35 748 

3 
S 0 U T H φ RICHARDA BA Y MINERAL 46 834 

AFRICA (2) ANGLO AMERICAN CORP 46 54 

4 NORWAY CD TIT ANIA A!S 45 308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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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World Production of llmenite 

Ti02 Products Nations Company Contents 
(unit:lα)()T) (%) 

INDIA RARE EARTHA 197 

CD CHA TRAPUR, ORISSA 50 (60) 

(2) CHA TRAPUR, QUITION 60 (84) 
5 INDIA 

@ MANA V ALAKUNHI (39) 55 

@ KORAIA MINERALS AND 57 (14) 

METALS 

CD E 1 DU PONT DE NI표tlOURS 65-85 188 

RUTILE REPORTING TO 
6 U. S. A 

ILMENITE 
(2) RGC-GREEN COVE SPRINGS 63 46 

CD MMC 53 60 
7 MALAYSIA 

(2) L & T, etc. 51 40 

CD NUCLEMON 48 12 
8 BRIZIL 

(2) RIB S/A 54 59 

φ LANKA MINERAL SAND 
9 SRILANKA . NO. 1 (ILMENITE) 53 49 

. NO. 2 (HITI ILMENITE) 62 3 

CD AUSTLNH TITANIUM 54 15 
10 VIETNAM 

(2) BIMAL MINERALS 51 4 

11 SIERRA LEONE φ SIERRA R UTILE 63 0 

12 UKRAINE CD UNKNOWN 63 0 

TOTAL 3,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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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티탄늄 현황 

1) 매장량 및 생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티탄철석은 함티탄 자철광으로서 일반적 

으로 말하는 티 탄철석 (ilmenite)과는 조성 이 다르다. 즉， 티 탄철석 에 자철 

광이 내포되어 있어 아무리 좋은 물리적 선별법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Ti02 품위를 30% 이상 높일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는 함티탄철 

석 내의 티탄성분이 exolution 상태로 들어 있기 때문에 티탄성분을 추 

출하려면 제련을 하는 방법 밖에 없어 과거부터 제철소에서는 용광로의 

노벽을 보호하는데에 만 이용되어 왔다. 

Table 8은 우리나라의 티타늄 광물자원의 매장량을 나타낸 것으로， 

연평， 기호， 연천， 금장지역 모두 함티탄철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산화 

티탄 제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모두 용광로의 노벽보호제로만 이용 

할 수 있는 저가용 티타늄 광물이다. 총 매장량은 1 ，682천 톤으로， 연평 

과 연천 지역이 1 ，622천 톤으로 우리나라 매장량의 96% 이상을 차지하 

고 있고， 현재 이 지역의 두 광산만이 가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연천광산의 경우 광량확보 문제로 감산되고 있으나， 최근 갱내 

심부에서 다량의 광맥이 발견되어 채굴과 굴진이 진행중에 있으며， 연평 

광산은 판로 문제로 고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제성 있는 티탄철석이 확인되지 않아 이산화 

티탄 백분 제조를 위해서는 티탄철석의 전량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1995년 충남대학교 김원사 교수팀에 의해 경남 하 

- 36 -



동지역에 세계 매장량의 두 배인 약 20억톤 이상의 티탄철석 광맥이 확인 

되어，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티타늄 광물을 보유하게 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이 지역에 대한 티탄철석의 조사 사업이 이루어졌으나/ 경제성 

이 희박하여 보다 세심한 개발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Table 9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티타늄 광물 생산 현황을 나타낸 것으 

로l 전량이 포항제철 및 광양제철소의 용광로 노벽 보호제로 공급되는 

Ti02 21% 내외의 함티탄 광물이다. '97년도의 티탄늄 광물 생산량은 347 

천톤으로/ ’96년 대비 11.1% 감산 되었으며， 앞으로도 매년 생산량이 감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Table 8. Reserve of Titanium Minerals in Korea. 
unit : thousand T. 

Grade(%) 
Mine Area Reserve 

Fe Ti02 

Yonpyong Kyungki, Ongzin 49.3 17.6 1.030 

Kiho Kyungki, Pocheon 40.0 52 

Yonchon Kyungki, Pocheon 41.0 592 

Kumjang Kyungki, PCεheon 26.7-45.8 8 

Total 1,682 

M 

이
 



Table 9. Domestic Production of Ti Bearing Minerals. 

Mine Area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Yonpyong Kyungki, 255,200 342,040 288.940 잃4，400 320,026 잃5.995 Ongzin 

Yonchon Kyungki, 92,840 83.160 71.324 π，176 69，앉J6 58,124 Pocheon 
-

2) 국내 티탄늄 수급 현황 

Table 10은 국내 티타늄 광물의 공급 및 수급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비교적 공급과 수급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3년 

도 기준 우리나라는 약 425 ，200톤의 티타늄 광물을 생산하고 97，453톤을 

수입하여， 국내의 티타늄광물 생산이 수입에 비하여 물량면으로 6배 정도 

많으나， 금액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수입금액이 더 크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티타늄 광물의 전량이 저가용 함티탄 철석이고， 수입되는 티탄 

늄 광물의 대부분은 제련용 고순도 티탄철석 및 금홍석이기 때문이다. 

Table 11은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티타늄 광물의 

국가별 수입량 및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중 티탄철석의 주요 수입국 

은 말레이시아와 캐나다 그리고 인도 등이며， 금홍석의 주요 수입국은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임을 알 수 있다. 즉 1997년도 기준 말레이시 

아와 캐나다로부터 수입한 티타늄 광물은 86，908톤과 57 ，067톤으로 금액 

은 8，239천불과 3，439천불에 불과 하지만， 호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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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upply and Demand of Ti Bearing Minerals 

urùt : thousand T. 

Division 1990 1991 1992 1993 1994 

Do. Production 350,392 355,000 348,040 425,200 360,264 

Supply Import 39,872 99,485 108,845 97,453 88,248 

Tum over pr떠uct 12,906 17,015 83,583 44,865 45,916 

Sub-total 403 ,170 381,500 540,468 567,518 494 ,428 

Do. Demand 249,715 276,782 408,118 374,262 347,174 

@뼈nd Export 136,440 111,135 87,485 147,341 108,040 

Stock in pre. year 17,015 83,583 44,865 45,916 39,214 

자료: 통상산업부 

부터 수입한 티타늄 광물은 각각 8，708톤과 5，008톤으로 수입 물량에 비 

하여 수입금액이 6，359천불과 3，726천불로 매우 높아 말레이시아와 캐나 

다로부터 수입한 티타늄 광물은 티탄철석이고 호주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으로부터 수입한 티타늄 광물은 금홍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말레이 

시아의 경우 수입 증가율이 195.5%로 매우 높아 우리 나라의 주요한 티 

탄철석 수입국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와 장기 공 

급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물량을 확보해 왔으나 최근 이 나라의 티탄 

철석이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어 근래에는 인도와 캐나다 그리고 호주등 

으로부터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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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Import of Ti Bearing Minerals by Country. 

1995 1996 1997 Increment 
Country 

Ton[A] ITho$sand Ton[B] I Tho$sand 
Rate 

Ton Thousand B/ A (%) $ 

s. Africa 5,158 2,669 3,713 3,174 5,008 3,726 34.9 

Netherland 38 66 18 31 17 27 - 5.6 

Maleysia 70,227 6,135 29,410 2,916 86,908 8,239 195.5 

u. S. A 18 38 10 19 29 65 190. 

Canada 17 9 35 18 57,067 3,439 

Australlia 8,944 4,252 10,669 8,645 8,708 6,359 - 18.4 

lndia 10,500 794 19,650 1,554 19,500 1,551 - 0.8 

China 5,093 518 

Others 4 6 68 46 119 93 75. 

Total 94,905 13,968 68,602 16,901 177,356 23,499 158.5 

Table 12는 이산화티탄 백분 제조를 위해 금년 중 수입되고 있는 티 

탄철석 중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인도산 티탄철석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말레이시아 산 티탄철석의 

경우 전체 Ti02 함량이 52.81%로 매우 높고， 이중 활성 TiOz 함량도 

51.21%나 되어 이산화티탄 백분 제조를 위해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산도 티탄철석의 전체 TiOz 함량 및 활성 Ti02 

함량이 각각 50.09%와 48.39%로 말레이시아 산 보다는 다소 낮지만， 

PzOs나 CrZ03 그리고 VzOs등의 성분 등이 규제 허용치 이내에 있어 큰 

문제가 없는 비교적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0 -



Table 12. Chemical Analysis of Ti Bearing Minerals from Maleysia 

and India. 

Components Maleysia India Remarks 

T-Ti02 (%) 52.81 50.09 

a -Ti02 (%) 51.21 48.39 Important 

FeO (%) 22.42 33.48 

Fe203 (%) 16.65 14.17 

H20 (%) 3.48 0.76 

P20S (%) 0.22 0.04 

MnO (%) 2.22 0.45 

Cr203 (%) 0.03 0.04 Coloring source 

V20 S (%) 0.39 0.13 Coloring source 

Alz03 (%) 0.48 0.38 

MgO (%) 0.21 0.13 

Si02 (%) 1.77 0.56 

PbO (%) 0.08 0.07 

As(mg/ kg) 300 18.0 

Nb (%) 0.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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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티타늄 수입가격 

Table 13과 Table 14는 연도별 티탄철석과 금홍석의 수입량 및 수입 

금액과， ‘97년 기준 이들 광물의 수입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1997년도의 

경 우 티 탄철석 의 전체 수입 량은 약 165，097톤으로 1996년도의 56，092톤 

보다 무려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로인하여 13.810천불의 외화를 티탄 

철석 원료구입으로 지출하였다. 반면 금홍석은 수요처가 일정하여 거의 

비슷한 물량의 12 ， 259톤이 수입되었으나， 수입가격의 미미한 하락으로 인 

하여 약 9，689천불을 지출하였다. 

티탄철석과 금홍석의 가격구조를 살펴보면 ‘97년 12월 기준으로 티탄 

철석의 톤당 수입가격은 약 115-125불 정도이지만 금홍석은 약 500-

550불로， 티탄철석보다 5배 이상 높은 가격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97년도 기준 1년간 티탄철석의 수입량이 금홍석의 14배에 달하 

지만， 수입에 따른 금액 지출은 2배가 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3. Amount and Price of Imported Rutile and I1menite 

1995 1996 1997 
Devision 

Ton Thousand Ton 
Thousand 

Ton 
Thousand 

$ $ $ 

I1menite 82.507 7.288. 56,092 5,722. 165.097 13,810.4 

Rutile 12,398 6.680.1 12.510 11.178.8 12,259 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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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Importing Price of I1menite and Rutile in the Year of 1997 
(Unit : $/T ) 

Devision Ti02% '97. 1 '97.4 '97.8 '97. 10 ’97. 12 

I1menite 54% 108-120 105-120 105-120 105-120 115-125 

Rutile 95% 525-575 500-560 490-540 490-540 5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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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티 타늄 광물의 용도 및 규격 

1. 티타늄 광물의 용도 

Ti 는 원소주기율표 1V B족에 속하며， 원자순서 22번， 원자질량 

47.30인 티타늄은 융점 이 1,660 0C , 끓는점 이 3,302 0C , 밀도4.505g/ cm'(25 oC ) 

를 갖고 있고 미립자는 폭발성이며 02. N2. H2를 강력히 흡수하는 특성 

을 갖고 있다. 금속 티타늄과 그의 합금은 밀도가 낮으며 고강도， 내고 

온， 내저온， 내부식성， 무독성， 기체흡수성， 초전도체 성질 등을 갖고 있 

으므로 다음과 같은 공업분야의 원료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l. 철강공업 : 탈 02. N2. (야금제거용) 함 Ti합금강， Cr-18Ni -9Ti등 

Ti-Fe 합금， 경 질 합금 

2. 석유화학공업 : 내부식용기， 내반응기， 열교환기， 증류탑， 펌프 

3. 로켓산업 : 연료， 산화제의 저장기， 고압용기 

4. 항공공업 : 분기식 발동기， 우주비행선， 위성결구재료 

5. 선박공업 : 잠수함， 쾌속함， 방어어뢰 정본체， 날개， 축， 추진기 

6. 무기공업 Ti모자， 자동소총， 기관박격포좌판， 통과 발사관， 경형 장갑차 

7. 초전도체 함금재료 : 50%Ti, 50%Nb 

8. 전기분해， 도금 : 흑연전극을 대체함 

9. 의약 : 의료설비， 인조뼈， 체외내장， 척추교정 

10. 전기공업 : 아크등， 램프등， 기체흡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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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티타늄 광물을 이산화티탄 백분(白빼)으로 제조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용도를 갖게 된다. 

1. 도료공업 : 페인트， 안료 

2. 제지 : 고급첨가제 

3. 인쇄 : 고급인쇄 페인트 

4. 합성섬유공업 : 소광제 

5. 인조피혁공업 : 안료， 첨가제 

6. 고무공업 : 고급안료 

7. 수지공업 : 불투명제 

8. 도자기공업 Ti도자기 주요원료 

9. 인조보석공업 : 원료 

10. 석유공업 :V 촉매의 휴대체 

11. 제련공업 : 고온합금， 경질합금， 금속Ti， Ti-Fe 

12. 전기용접공업 : 부재료 

13. 화장품공업 : 고급 화장품원료 

2. 티타늄 광물의 이용방법 

티타늄 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광처리하여 산침출 및 제련 

과 정련 처리에 적합한 품위의 Ti02 성분을 농축하여야 하며， 이 농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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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 정광을 이용하여 금속티타늄을 제조하거나 또는 이산화티탄 백분 

을 제조하여 티타늄 광물을 이용한다. 

Fig. 1은 티타늄 원료광물인 티탄철석과 금홍석의 이용방볍 및 제조공정 

별 용도를 나타낸 것으로， 티탄철석이나 금홍석의 경우 금속 티탄으로 이용 

하기 위해서는 먼저 TiCL를 제조한 다음 Ti sponge 제조공정을 거쳐 이용 

하게 된다. 그러나 이산화티탄 백분 제조의 경우 티탄철석은 TiCL 제조 공 

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황산침출 공정에 의해 Ti02를 제조하며， 금홍석은 

Ti sponge 공정을 거치지 않고 TiCL 제조 후 바로 Ti02제조 공정을 거치 

게 된다. 

Fig. 2와 Fig. 3은 티탄철석과 금홍석을 이용한 일반적인 TiCL 및 금속 

티타늄 제조공정을 나타낸 것으로 티탄철석의 경우 Ti02 품위 50% 이상으 

로 농축된 정광산물을 소결하여 냉각한 다음， 미립 무연탄과 혼합하여 고온 

에서 용융시켜 Ti 슬래그를 만든다. 이 Ti 슬래그는 다시 진한 황산침출 

공정을 거쳐 침천 여과에 의해 TiCμ를 제조하며， 이때 황산 이온은 결정화 

과정을 거쳐 처리하게 된다. 반면 금홍석은 850-950 0C 의 고온에서 염소처 

리 공정에 의해 바로 TiCL를 제조하게 된다. 

Fig. 3은 Fig. 2에서 제조된 TiC14를 이용한 금속티타늄 제조 공정을 나 

타낸 것으로， TiCL에 마그네숨을 첨가하여 환원시켜， 티타늄과 결합되어 

있는 Clz를 제거하고 진공 여과공정을 거쳐 Ti sponge를 제조하여 금속티 

타늄을 제조하게 된다. 이때 제조된 TiC14는 산화공정을 거쳐 바로 이산화 

티탄 백분으로 제조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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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기 r--기 1 1 11 우주항공기관(제트엔진，기체재료/미사일등) 
서 Rutile 버 TiCl. 버 Ti Sφ멜 버 Ti 천신재 H 화력발전소용(가스터빈/날개/ 콘멘서) 
1 1 1 L-π커'--__ -----'1 1 1 내 탈염조수용(콘덴서) 

{ μ「 | | | 선박용(빼 기괜품계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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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ses of Ti Bearing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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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tile, Anatase 

Titanium αlloride 

<Chloride Process> 

<Sulfate process> 

Fig. 2 Producton of Ti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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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ation 

Ti powder 

Electro winning 

Fig. 3 Process for Recoveries of Ti02 Powder and Ti Metal 

- 49 



3. 티 타늄 광물의 품질조건 

일반적으로 티타늄 원료광물의 경우 용접봉 용도와 같이 정제된 원광 

석을 직접 이용하는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 침출과 제련 및 정련공정을 

거쳐 금속티탄이나 이산화티탄 백분으로 제조하여 사용하게 된다. 따라 

서 티타늄 원광석의 경우 금속티탄이나 이산화티탄 백분의 제조를 위한 

일정한 품질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Table 15는 상업용 티타늄 광물의 

허용 품질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6은 현재 국내 티탄철석의 95%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티 

타늄(주)에서 이산화티탄 백분 제조를 위해 규정한 각 성분별 허용기준 

치를 나타낸 것이다. No. 2의 활성 a -Ti02의 경우 51.0% 이상 되어야 

하며， 특히 발색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Cr203와 V20 S 성분의 경우는 각 

각 0.04%와 0.15% 미만이 되어야하는 엄격한 허용 기준치를 두고 있다. 

Table 15. Speculations of Ti Bearing Minerals for Commercialization 

Components I1menite Rutile Titanium SRynutth1lee와C Slag 

Ti02 52% up 95% up 85% up 92% up 

FeO 8% less 1% less 5% less 

Si02 0.7% less 0.5% less 10% less 1.4% less 

Cr203 0.05% less 0.2% less 0.2% less 0.2% less 

V20 S 0.1% less 0.2% less 

자료: The Industrial Minerals HandyBook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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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제조공정 방법 및 기술수준 그리고 제조된 산물의 용도에 

따라 티탄철석 원광의 품질기준이 다소 다를 수도 있는데， 실제로 Table 

17과 Table 18에서 처럼 인도산과 미국의 Florida 그리고 호주산의 경우 

는 Ti02 품위가 52% 이상이지만， 노르웨 이의 Stavanger사와 미국의 

Tahawus사 및 브라질의 티탄철석의 경우는 Ti02 품위가 각각 44.4%와 

44.5% 그리고 48.3%로 낮은 품위를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내에 대량 부존되어 있는 하동지역 저품위 티탄철석의 경우 

Ti02 품위가 47% 이상인 정광만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국내 티탄철 

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6. Speculations of Ilmenite Concentrate for Producing Ti02 

White Powder 

No. Components Grade Permiting Value 

1 Ti02 % 53.5 up 

2 Fe20 3 % 51.0 less 

3 FeO % 25-28 

4 Alz03 % 12-15 

5 MnO % 0.04 less 

6 CaO % 0.2 less 

7 MgO % 3.0 less 

8 Cr203 % 0.15 less 

9 H20 % 3.0 less 

1 , 
A 

F 

이
 니
 



Table 17. Grade of I1menite Concentrate by Country 

India N야way 
Components 

Quilon Chavara Manava- Stavanger 
lakuricki 

TiOz 60.4 60.03 54.0 44.40 

Fe203 24.9 24.77 17.0 12.44 

FeO 8.7 9.67 23.0 34.00 

AhC갱 1.3 

MnO 0.44 0.47 0.40 0.3 

CaO 0.05 

MgO 0.73 3.55 

Cr2Ü3 0.08 0.08 0.05 0.01 

V20 S 0.05 0.20 0.18 0.175 

Zr02 0.76 0.83 

PzÜs 0.2 0.19 0.22 0.015 

Si02 0.76 0.71 1.18 3.79 

Table 18. Grade of I1menite Concentrate by Country 

u. S. A. 
Components Brazil Austalia 

Florida T하1aWUS 

Ti02 57.5 44.5 48.3 52.12 

Fe20 3 24.6 5.2 16.6 16.65 

FeO 12.3 39.1 32.4 29.04 

Al20 3 1.24 3.0 0.3 

MnO 0.3 0.6 1.61 

CaO 0.04 1.0 0.1 nil 
MgO 2.0 0.1 0.28 

Cr20 3 0.15 0.5 0.04 

VzOs 0.10 0.06 0.14 

Zr02 0.1 

P20S 0.03 0.01 

SiOz 2.14 3.0 1.4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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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티타철석의 정제질험 

제 1 절 시료 및 잘험방법 

1. 시료의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에 위치한 하동 티 

탄광산으로부터 채취한 것으로， 1차 년도 연구에 사용된 시료보다 Ti02 

품위가 높은 시료를 대상으로 정제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는 현재 티탄철 

석의 개발을 위해 보다 많은 굴진 작업이 이루어져 Ti02 품위가 높은 

광맥이 다량 확보되어 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 

문이다. 

가-화학분석 

Table 19는 본 실험에 사용된 티탄철석 원광의 화학조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습식법과 ICP 발광분석법에 의한 성분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티타늄 원광석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Ti02와 Fe의 함량은 각각 

9.31%와 16.12%로 1차년도 연구에 사용된 원광석보다 Ti02 품위가 

3.93% 정도 더 높아 보다 높은 품위의 티탄철석 원광이 본 연구에 사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광석의 Ti02 품위가 1차 년도보다 높음 

에도 불구하고 Fe 함량은 오히려 2.33%나 더 낮아 원광구성 광물중 티 

탄철석 이외의 Fe 구성광물은 1차 년도의 시료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여
 ω 



또한 원광석중 Si02와 Ah03 함량은 각각 39.26%와 10.24%를 나타 

내어， 1차 년도에 사용된 원광석보다 맥석 구성광물이 적음을 알 수 있 

으며 , CaO와 Na20는 각각 1 1.55%와 1.54%를 ， 그리 고 K20와 MgO 성 분 

은 각각 0.55%와 2.74%를 나타내어， 1차년도 시료와 거의 비슷한 분포 

특성을 나타내었다. 

Table 19. Chemical Analysis on Raw Sample. 

Chernical Cornponents (%) 

Ti02 Fe Si02 Ah03 CaO Na20 K20 MgO MnO 

9.31 16.12 39.26 10.44 11 .55 1 .54 0.55 2.74 0.35 

나-광물감정 

Fig. 4는 티타늄 원광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 확인된 각 구성 원소들 

의 근원 광물을 규명하기 위한 XRD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원광에 

대한 XRD 분석결과 티탄철석 이외에 각섬석， 석영， 녹니석 그리고 회장 

석등이 관찰되나， 맥석광물의 대부분이 각섬석과 회장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광에 대한 XRD 분석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지 

만， 정제실험 후 회수된 각 산물에 대한 XRD 분석결과， 석류석， 자류철 

광， 자철광， 황철광， 지르콘 그리고 조장석 등도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 

리고 원광석 중 맥석광물로 다량 존재하는 각섬석은 Magnesio 그룹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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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Fig. 5에서 Fig. 10은 티타늄 원광석에 대한 성분분석 및 XRD 분석 

에서 확인된 각 구성 광물들의 분포특성 및 입자형태에 따른 단체분리 

가능성을 관찰하기 위한 편광현미경 감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편광현 

미경 감정결과 티탄철석 이외의 맥석광물로 각섬석， 회장석， 석영， 녹니 

석， 운모， 자류철석， 휘석， 사장석 등이 관찰되었으며， 티탄철석의 경우 

Fig. 8에서처럼 큰 입자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Fig. 7 에서처럼 아주 

미립으로 존재하는 것도 상당량 확인되어 품위 및 회수율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원광의 광물감정을 위한 XRD 및 펀광현미경 감정결과 상당량의 티 

탄철석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티탄철석의 품위향상을 위한 정제기술 

개발시 맥석광물로 다량 존재하는 각섬석과 회장석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처리공정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광석중의 티 

탄철석이 큰입자와 아주 작은입자로 함께 존재하고 있어， 큰 입자와 작 

은입자 모두를 회수 할 수 있는 다단계 처리공정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물감정 결과를 토대로하여 다량으로 존재하 

고 있는 각섬석과 회장석의 제거를 위해 비중선별 공정을 선정하였으며， 

또한 티탄철석과 비슷한 비중특성을 갖고있는 맥석광물들의 제거를 위해 

자력선별과 정전선별 공정을 선택하게 되었다. 

55 



countals 

10 

21 -0149 앤옐뻗얀한낼 , ... 에n 
05-04∞ 。uartz. Iow 

07.0078 Cllnocl1 。‘e- 1Mllb.fe

03-0778 Ilmenlte 

02-0537 Anof1Nte 

20 I ‘。 50 

’이。H 

진뜨f핀연낀 

Fig. 4 X -ray Diffraction on I1menite Ore from Hadong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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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icroscope Analysis on I1menite Ore from Hadong Mine. 
(H Hornblende, 1 Ilmenite, A Anort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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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icroscope Analysis on I1menite Ore from Hadong Mine 
(Q : Quartz, C : Calcite, H : Homblende, 1 : Ilmenite, A : Anorthite) 

58 -



Fig. 7 Microscope Analysis on I1menite Ore from Hadong Mine 
(C : C삐orite， H : Homblende, 1 : Ilmenite, A : Anortlù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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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icroscope Analysis on I1menite Ore from Hadong Mine 
(Q : Quartz, H : Homblende, 1 : Ilmeni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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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icroscope Analysis on I1menite Ore from Hadong Mine 
(Q : Quartz, H : Homblende, P : Pyroxene, pl : Pl맹oclass， A : Anort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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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icroscope Analysis on Ilmenite Ore from Hadong Mine 
(P : Plagioclass, A : Anorthite, Am : Ampibole, G : Gamet) 

62 



다- 입도분석 

여러 광물로 구성되어 있는 시료는 각 광물들의 물리， 화학적 성질의 

차이로， 파쇄 및 분쇄과정에서 특정 입도에 같은 광물들이 많이 농축되 

는 현상을 보인다. 이와같은 이유는 각 광물들간의 경도 및 결정이 다르 

고， 또한 이웃한 광물들과의 결합상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물의 정제실험에 앞서 입도분석을 수행하여 파분쇄 공정에 

의한 목적 광물의 농축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파분 

쇄 과정에서 입도분리 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품위 향상이 가능하다면， 

정제과정에서 보다 높은 품위의 목적 산물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리단가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입도분석을 

수행하므로 정제실험에 가장 적합한 파분쇄 방법도 선택할 수 있고， 개 

략적인 단체분리 입도와 구성 광물들의 물리적인 특성 규명도 가능하여， 

효과적인 처리법의 선택과 최적 처리입도도 예측할 수 있다. 

Table 20과 Table 21은 원광을 죠 크러셔와 롤 크러셔를 이용하여 

파분쇄한 다음， 2.5mm와 5mm 이하로 입도를 제조한 다음 이에대한 각각의 

입도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입도분석에 사용된 시료를 2.5mm와 5mm 

이하로 제조한 이유는， 고순도 제련용 티탄정광 정제실험에 앞서， 1차로 

건식 자선처리에 의해 일부 맥석광물들의 제거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사용된 입자의 입도분포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이다. 

Table 20에서처럼 2.5mm 이하로 제조된 시료에 대한 입도분석 결과， 

입 도 크기 별 중량비 는 +10mesh가 15.55% 그리 고 10/14mesh와 

14/ 20mesh 입도가 각각 26.67%와 22.97%로， 28mesh 보다 큰 입자의 중량 

비가 전체 입도의 65.19%나 되고 200/270mesh와 270mesh 이하 입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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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Result of Sieve Test on Head Ore crushed to minus 2.5mm 

by J aw and Roll Crushers 

Particle Size Product Chemical Components (%) 

(rresh) (w t. %) Ti0 2 Fe Si02 Ah0 3 CaO Na20 K20 MgO MnOI 

+10 15.55 8.68 16.45 40.67 10.09 10.39 1.54 0.55 2.92 0.34 

-10/+14 26.67 8.72 16.11 39.57 10.09 10.92 1.55 0.55 2.79 0.34 

-14/+28 22.97 8.64 16.46 40.30 10.35 10.68 1 .52 0.55 2.70 0.32 

-28/+48 11.64 10.34 16.17 38.00 10.88 11.47 1.50 0.58 2.62 0.34 

-48/+65 5.25 11.42 17.18 37.67 11.99 13.21 1.45 0.55 2.71 0.38 

-65/ +100 2.78 10.92 15.60 36.30 10.83 12.90 1.49 0.50 2.36 0.35 

-100/+200 4.64 12.17 16.18 35.30 10.99 13.67 1.55 0.52 2.30 0.35 

-200/+270 2.57 11.81 16.84 35.23 11.27 14.32 1 .53 0.55 2.48 0.37 

-270 7.93 8.50 16.33 38.37 10.25 12.83 1.55 0.58 2.75 0.32 

Total 100 9.31 16.10 39.13 10.45 11.39 1.53 0.55 2.72 0.34 

Table 21. Result of Sieve Test on Head Ore crushed to minus 5.0mm 

by Jaw and Roll Crushers 

Particle Size Product Chemical Components (%) 

(rresh) (w t. %) Ti02 Fe Si02 Ab03 CaO Na20 K20 MgO MnO 

+8 26.51 8.03 16.72 41.00 9.55 11.24 1.59 0.52 3.18 0.37 
-8/+14 34.46 9.85 16.90 39.93 10.71 11 .50 1.56 0.60 3.02 0.38 

-14/+28 13.75 9.28 16.02 39.00 11.70 12.07 1.57 0.60 2.88 0.35 
-28/+35 4.72 10.65 16.10 39.00 11.32 11.92 1.51 0.58 2.71 0.37 
-35/+48 3.07 10.44 15.22 37.67 10.87 11.62 1.50 0.55 2.52 0.34 
-48/+65 3 .56 10.56 14.56 37.33 10.64 11.92 1.45 0.52 2.33 0.34 
-65/+100 2.16 9.94 13.26 35.97 9.93 11.67 1.49 0.50 2.05 0.31 

-100/+200 3 .56 11.05 14.03 34.70 10.29 11.49 1.53 0.55 2.05 0.32 
-200/+270 2.08 10.04 13.66 34.73 9.43 11.89 1.53 0.52 2.02 0.31 

-270 6.13 8.03 14.09 38.00 9.45 11.43 1.56 0.58 2.42 0.29 

Total 100 9.31 16.14 39.38 10.43 11 .56 1.56 0.56 2.88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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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57%와 7.93% 밖에 되지 않아 분쇄과정에서 정제실험에 나쁜 영 

향을 미치는 미립자의 생성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 입 도 별 중 량 비 중 48/65mesh와 65/ 100mesh 입 도는 각각 5.25% 

와 2.78%를 그리 고 100/200mesh와 200/ 270mesh 입 도는 각각 4.64%와 

2.57%를 나타내어， 큰 입도의 중량비가 높고 작은입도의 중량비는 적어， 

본 시료의 경우 비교적 원광의 경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입도 

별 중량비의 분포특성은 대체적으로 큰 입도 일수록 높고， 입도가 작아 

질 수록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입도크기에 따른 Ti02 분포 특성은 업도중량비와는 대조적으로 

+10mesh 입도에서 8.68%로 낮지만， 이보다 입도가 작아지면 점차 증가 

하여 100/ 200mesh 입도에서는 12.17%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100/200mesh보다 입도가 작아지면 다시 Ti02 함량은 감소되어 270mesh 

이하 입도에서는 8.50%로 가장 낮은 Ti02 분포특성을 갖는다. 일반적으 

로 티탄철석의 경우 경도가 높아 큰 입자로 많이 이동될 것으로 예상하 

였으나， 이와반대로 티탄철석의 분포는 높지 않고 규산염 광물이 많이 

이동되어 Si02 함량만 높은 것을 알 수있다. 

입도크기에 따른 Fe의 분포특성은 14/ 28mesh 입도에서 13.70%로 

가장 낮고 48/65mesh 입도에서 15.23%로 가장 높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입도에서 비슷한 Fe 분포 특성을 갖고 있어 티탄철석이 많은 입도에서 

는 티탄철석 이외에 다른 Fe 구성광물이 적고 이와반대로 티탄철석이 

적은 입도에서는 다른 Fe 구성광물이 많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즉， 티탄철석의 경우 FeTi03로 이루어져 ， Ti02 함량이 높은 입도에 

서는 이론적으로 Fe의 함량도 증가하고， 이와반대로 Ti02 함량이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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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에서는 Fe의 함량은 적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도분석 결과 입도 

크기에 따라 TiOz의 함량은 큰 변화를 나타내지만， Fe는 이에 비레하지 

않고 있어， 티탄철석이 많이 함유된 입도에서는 Fe를 구성하고 있는 다 

른 광물들이 적고， 이와반대로 티탄철석이 적게 함유된 입도에서는 Fe를 

이루고 있는 다른 광물들이 증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입도크기에 따른 SiOz 분포도 Fe와 마찬가지로 특정 입도로 많이 

이동되지는 않지만 다만 입도가 클수록 이들의 함량이 다소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기타 Alz03, NaZ03, KzO, NgO 그리고 MnO 성분도 입 

도크기에 따라 특정한 입도로 많이 이동되는 경향은 보이지 않지만， 

CaO의 경우는 입도가 작아지면 다소 증가되어， 경도가 약한 회장석이 

분쇄과정에서 미립으로 많이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1은 5mm 이하로 제조된 시료에 대한 입도분석 결과를 나타 

낸 것으로， 2.5mm 이하로 제조된 시료의 입도분석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 

과를 나타내지만， 입도별 Fe 성분 및 CaO의 분포 특성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차이를 보인다. 즉， 2.5mm 이하로 제조된 시료의 경우 입도크기에 

따라 Fe의 함량변화가 거의 없으나 5mm 이하로 제조된 시료의 경우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입도가 클수록 Fe의 함량이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내 

며， CaO는 2.5mm 의 시료와는 다르게 5mm 이하로 제조된 시료에서는 입도 

크기에 따라 CaO의 성분함량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같 

이 입도분석의 top size에 따라 입도크기별 성분함량에 있어서 다소 다 

른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각 구성광물들의 단체분리도가 다르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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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험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남도 하동지역에 약 20억톤 이상 매장되어 

있는 저품위 티탄철석을 개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티탄철석은 Ti02 품위는 낮으나， 세계 매 

장량의 두배 이상으로 매우 풍부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10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다소 경제성이 낮더라도 국내 산업의 활성화 및 경제 활 

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산화티탄 및 티탄금속 제조 

용 원료의 전량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최근에는 수요의 증가 

와 외국 자원의 고갈화로 가격상승 및 원료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자원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량 부존되어 있는 저품위 티탄 

철석의 경제성 있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먼저 채굴된 굵은 입자에서 

1차 처리하여， 분쇄비용의 절감과 정제공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건 

식 영구자석을 이용한 자력선별 실험을 수행하였다. 즉， 1년간 약 10만 

톤의 원광석을 채굴할 시 1차처리에서 약 20-30%의 맥석광물을 굵은 

입단에서 제거할 수 있다면， 2차 정제공정에서 약 2-3만톤의 광석을 

분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쇄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비용의 

절감 뿐만아니라 선별효율을 높일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자력선별에 의해 1차 처리된 자선 정광산물은 Ti02 품위가 매우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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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비중선별 공정을 선택하여 맥석광물로 다량 존재하는 각섬 

석과 회장석등의 규산염 광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2차 선별실험을 수행 

하였다. 2차 비중선별 실험에서 회수된 정광중 티탄철석과 비슷한 비중 

및 자성을 갖고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성강도 변화가 가능 

한 자력선별과 전기적 성질의 차이를 이용한 정전선별법을 적용하여 제 

련용 고순도 티탄철석 정광을 생산할 수 있는 처리공정 개발을 위한 많 

은 실험을 수행 하였다. 또한 비중선별과 자력선별 그리고 정전선별 실 

험에서 중광물로 회수되는 산물을 용광로 노벽 보호제로 이용할 수 있 

는 공정 개발도 병행하였다. 

가_ 1 차 건식자력선별 

본 실험의 목적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티탄철석 품위향상 보다는 비 

교적 굵은 입도에서 일부의 맥석광물을 제거하여， Ti02 품위향상을 위한 

2차 비중선별실험 수행시 불필요한 맥석광물들의 분쇄를 방지하므로， 분 

쇄비용의 절감 및 비중실험의 선별효율 향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Fig. 11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High-Force Magnetic Separator를 

나타낸 것으로， 본 기기는 미국 lnternational Process Systems 

(INPROSYS) 사에서 제작된 것이다. 본 실험기기의 특징은 자성을 띄는 

Roll이 Nd-Fe-B의 희토류 합금으로 제조된 영구자석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 12,000 gauss의 자장 세 기 를 갖고 있 다. 자성 을 띄 는 Roll과 자성 을 

띄지않는 RollCidl ro11)의 직경과 폭은 각각 100mm와 200mm로 이루어 

져 있고， Roll과 Roll 사이는 내구성을 향상시킨 graphite- impregnated 

또는 polyurethane으로 제조된 Be1t로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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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는 본 자력선별기의 자성 Roll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서， 

magnet steel의 배치가 6 : 2 및 4 1 인 2중 배치구조로 구성되어 있 

어 입도의 크기에 따라 각각 선별 지점을 달리할 수 있다. 본 자력선별 

기의 또다른 장점은 급광되는 지점에 Ionizer system이 설치되어 미 립자 

들간의 응집을 방지하므로서 미립자의 션별처리 효율을 높였다. 즉， 지금 

까지 건식자력선별 처리법은 미립자들간의 정전기적 현상에 의한 응집특 

성 때문에 미립자의 분리에 큰 효과를 갖지 못하였으나， 본 실험기기는 

석탄뿐만아니라 다른 광물의 미립자 선별처리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Fig. 13은 본 자력선별기를 이용하여 원광중에 존재하는 맥석광물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한 1차 건식 자력선별기의 실험공정도를 나타낸 것이 

다. 실험은 먼저 원광을 실험실용 죠크러셔와 콘크러셔를 이용하여 목적 

한 입도로 제조한 다음 맥석 광물들의 제거를 위한 최적 처리공정을 개 

발하기 위하여， 입도크기， Splitter Position, 정선횟수， Deslime 그리고 

Roll Speed 등과 같은 조건변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은 높은 

Ti02 품위 향상보다는 큰 입도에서 일부 맥석 광물들의 제거를 목적으 

로 하기 때문에 ， Ti02 손실을 막기위해 제조된 시료를 정션과정 없이 1 

회만 자력션별기로 통과하여 실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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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중선별 

티탄철석은 비중이 4.7 정도 되기 때문에 비중선별법을 적용하면 맥 

석광물로 존재하는 대부분의 규산염 광물들이 제거되어 TiOz 품위를 크 

게 향상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티타늄 광산에서는， 최종 처리공정에 

앞서 이방법을 선택하여 일정 품위의 정제 티타늄광을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일정 품위의 높은 티탄정광을 생산하기 위하여， 

본 처리법에 대한 기술개발을 수행 하였다. 

Fig. 14와 Fig. 15는 비 중선 별 실 험 에 사용된 wilfey No. 13 type의 

실험실용 shaking table과， 본 연구를 위해 제작한 실험실용 spiral 비중 

선별기를 나타낸 것이다. Shaking table 비중선별기는 비중선별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많은 반복실험을 통하여 충 

정횟수(stroke frequency)와 충정거리를 372rpm과 O.9cm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spiral 비중선별 실험은 3분정도 광액을 펌핑하여 

고체입자를 잘 분산한 다음， spiral의 상단 급광구로 광액을 투입하여 

물의 흐름에 의해 비중분리된 산물을 분리대의 안쪽으로부터 정광물， 

중광물 그리고 테일링으로 회수하였다. 

Fig. 16은 비중선별에 대한 실험공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먼저， 원광 

을 죠크라셔와 콘크라셔 그리고 펄버라이져를 이용하여 28, 35, 48, 65 , 

100mesh 이하로 각각 만든 다음， 각 입도별로 비중선별 실험을 수행하 

였 다. Shaking table을 이 용 한 비 중 선 별 실 험 에 서 는 Slime, Tailing, 

Mid. 1 그리고 Rougher Conc.를 회수 하였으며， 이때 얻어진 Rougher 

Conc.는 정선과정을 거쳐 정광산물의 품위를 높였다. 그리고 Spiral을 

m 

ι
 



용한 비중선별 실험은 정선과정 없이 바로 Tailing과 Middling 그리고 

Rougher Conc.를 회수하여 티탄철석의 정제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Fig. 14 Wilfley No.13 type Gravity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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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piral Gravity Separator for Lab.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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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중 및 자선선별 병용실험 

비중선별에 의한 최적실험 조건에서 회수된 정광산물의 Ti02 품위는 

42.0% 정도로， 아직도 고순도 제련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품위가 낮다. 이 

와같은 이유는 비중선별의 경우 비중이 낮은 맥석 광물들과의 분리가 가 

능하지만， 광물감정에서 확인된 석류석， 황철석， 자류철석， 자철석 그리고 

지르콘과 같이 티탄철석과 비슷한 비중의 광물들과는 사실상 분리가 불 

가능 하기 때문이다. 물론 원광중 90% 이상이 비중이 낮은 규산염 광물 

들이지만， 그 이외의 티탄철석과 비중이 비슷한 맥석 광물들이 정광으로 

회수되면 비록 적은 양이지만 정광의 Ti02 품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중선별 실험에서 최적 조건으로 확인된 실험 

조건에서 회수된 티탄철석 정광 산물의 품위를 보다 높이기 위하여， Fig. 

17에 나타낸 자장의 세기변화가 가능한 미국 Eriez Co.의 Cross Belt 자 

력선별기를 이용한 비중 및 자력선별 병용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자력선 

별기는 급광부로부터 공급된 시료가 벨트를 타고 자선기의 밑으로 지나가 

는 동안 자성산물들이 자석에 부착하게 되는데， 이때 자력선별기의 밑부 

분에 부착된 자성산물은 시료를 급광하는 벨트와 직각으로 이동하는 

Cross Belt에 의해 회수되어 자성산물과 비자성 산물들이 분리되게 된다. 

Fig. 18은 본 실험에서 채택한 비중 및 자력선별 병용실험에 대한 실 

험공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비중선별 실험은 앞에서 수행한 것과 동일하 

게 원광을 파분쇄하여 목적한 입도로 만든다음， Wilfely No. 13type 비중 

선별기를 이용한 최적 실험조건에서 자력선별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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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을 생산하였다. 비중선별 실험에서 얻어진 1차 정광산물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티탄철석과 비중이 비슷한 많은 광물들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분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장의 강도변화와 시료의 급 

광량들을 변화하면서 실험하였다. 특히， 비중 및 자력선별 병용실험의 경 

우 자장의 강도변화는 티탄철석과 기타 비중이 높은 맥석물들과의 분리 

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맥석 광물들 각각 

이 자성강도(magnetic susceptibility)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비중이 높 

은 맥석광물중에는 티탄철석보다 자성강도가 큰 광물도 있고， 또한 이보 

다 자성강도가 작은 광물들도 있기 때문에 자장의 세기변화는 고품위 티 

탄철석의 회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할 것이다. 

Fig. 17 Cross Belt Magnetic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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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ombination Process using Gravity and Magnetic Separator 

for the Recovery of I1menite Concen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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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중 및 정전선별 병용실험 

비중선별 실험 후 티타늄 정광분에 남아있는 맥석광물들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티탄철석과 비중이 비슷한 금속 광물들이 대부분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중선별 실험에서 회수된 정광의 품위를 높이기 

위하여 티탄철석과 이들 맥석물들간의 전기적 성질 차이를 이용한 정전 

선별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9는 본 실험에 사용된 정전선별기를 나타낸 것으로， 호주 

Mineral Deposites Limited 사 에 서 제 작 한 실 험 실 용 MK-4 정 전 유 도 형 

정전선별기 이다. 본 장치의 특징은 고전류에 대한 안전장치가 잘되어 

있고 시료의 급광위치 및 급광속도 그리고 정전선별대의 방향 및 위치 

조절 등이 용이하게 설계되어 있다. 

Fig. 20은 비중 및 정전선별 병용실험에 대한 실험 공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비중선별은 앞에서 수행한 실험과 동일하게 정제실험을 수행하 

여 최적실험 조건에서 정전선별 실험을 위한 시료를 제조하였다. 비중 

선별 실험에서 회수된 정광물에 존재하고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 

여 전 류 의 세 기 , feed velocity , screen length 그 리 고 cleaning times 등 

의 실험조건을 변화하면서 정전선별 실험을 수행하여， 비중 및 정전선 

별 병용실험에 대한 최적 실험조건을 규명하였다. 정전선별 실험의 경 

우 전도성이 강한 티탄철석이라도 일부는 정광물로 회수되지 못하고 중 

광물 (middling)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험공정도에서 처럼 정전선별 실험 

후 생성된 Mid. 1과 Mid. 2에 대하여 재차 정전선별 실험을 수행하여 

티탄철석의 회수율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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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MK -4 type Electrostatic Separator Manufactured 

by Mineral Deposites Limited Co., Austra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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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Combination Process using Gravity and Magnetic Separator 

for the Recovery of Ilmenite Concen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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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중， 자력 및 정전선별법을 응용한 종합실험 

본 연구는 원광중에 다량 존재하고 있는 각섬석과， 회장석 등의 규 

산염 광물을 비중선별법에 의해 처리한 다음 티탄철석과 자화율이 다 

른 맥석 광물들을 자력선별에 의해， 그리고 자력선별 실험 후 아직도 

정광산물 중에 남아있는 불순물 즉， 티탄철석과 전기적 특성이 다른 맥 

석 광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전선별법을 적용하여 종합적인 처리공정 

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실험공정에 의한 연구결과를 분석 

하여 앞의 다른 처리공정과 비교분석 하므로써 하동지역에 부존하고 

있는 저품위 티탄철석을 개발할 수 있는 최적 처리공정을 선정하기 위 

한 것이다. 

물론 앞에서 수행된 비중， 자력선별 병용실험과 비중， 정전션별 병 

용실험에서 Ti02 50% 이상의 제련용 고순도 티탄철석을 생산할 수 있 

다면，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앞의 처리공정에서 Ti02 50% 이상의 

정광을 생산하기 어렵다면 본 실험과 같은 종합적인 처리 공정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시료의 경우 광물감정에서 확인되었듯이 비 

중， 자성， 전기적 성질 등이 다른 많은 광물로 구성되어 있어 높은 품위 

의 정광생산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처리공정 개발은 필수적일 것으로 생 

각된다. 

Fig. 21은 비중선별， 자력선별 그리고 정전선별 모두를 응용한 종합 

적인 처리공정을 나타낸 것이다. 비중선별은 공정도에서처럼 48mesh 이 

하로 제조하여 비중선별 실험을 수행한 다음， 회수된 정광산물을 2회에 

걸쳐 정선하여(c1eaning) 정광의 품위를 높였다. 원광석 중에는 티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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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비슷한 비중의 여러 맥석 광물들이 있어， 비중선별법 만을 적용하 

면 Ti02 품위 향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력선별법과 정전선별법을 

병용하여 최종 티탄철석 정광을 회수하였다. 즉， 비중선별과 자력선별의 

최적 처리공정에서 회수된 티타늄 정광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맥석광물들을 대상으로 정전선별법을 적용하여 

최종 고품위 티타늄 정광을 회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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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ombination Process using Gravity, Magnetic and Electrostatic 

Separation for the Recovery of Ilmenite Concen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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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잘험결과 및 고찰 

1. 1차 건식자력선별 

고품위 티탄정광을 생산하기 위한 실험에 앞서 비교적 굵은 입도에서 

원광석 중에 존재하고 있는 일부 맥석 광물들을 제거 한다면， 고품위 티 

탄철석을 얻기 위한 처리공정에서 많은 분쇄비용의 절감과 선별효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품위 티탄철석을 얻기 

위한 비중선별 실험에 앞서 일부 맥석광물을 제거하기 위한 건식 처리공 

정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본 실험에 사용된 실험장치는 앞에서 설명 

한 희토류 원소로 제조한 12.000 Gauss의 자장을 갖고 있는 회전형 영 

구자석이다. 

7~. RolI Speed 

Fig. 22와 Table 22는 본 자력 선별기 의 회 전롤 (roll speed)의 변화가 

티탄철석 원광으로부터 맥석 광물을 제거하는데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이때의 실험조건은 입도크기 2.5rnrn , feed rate 1,OOOgr/ min. 그리 

고 splitter position은 0으로 하였다. 실험결과 회전롤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미하기는 하지만 Ti02의 품위는 증가하고 회수율은 감소하게 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회전롤의 속도 100rpm에서는 Ti02 품위가 10.89%로 가장 낮지 

만 회전롤의 속도가 빨라질 수록 증가하여 350rpm 에서는 Ti02 품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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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로 가장 높다. 반면 Ti02 회수율은 회전롤 속도 100rpm에서 

97.44%로 가장 낮고 350rpm에서 63.55%로 낮아， 회전롤의 속도가 Ti02 

품위와 회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전롤의 속도 

가 Ti02 품위보다는 회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Ti02 회수율을 

고려하여 최적 회전롤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같이 자석 회전롤의 속도가 Ti02 품위와 회수율 그리고 산출율 

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회전롤의 속도가 빨라질 수록 단체분리가 되 

지 않았던 약자성 광물들이 회전롤의 강한 원심력에 의해 비자성 산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특히， 회전롤의 속도 250rpm 이상에서는 Ti02 회수 

율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는 티탄철석의 상당량도 빠른 회전롤의 속도 

에 의한 원심력의 증가로 제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250rpm 보다 느린 회전롤의 속도에서도 약 7% 미만의 Ti02 

가 손실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단체분리가 되지 않았던 티탄철석 입자들 

이 낮은 자화율에 의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250rpm 

미만의 회전롤 속도에서 제거된 티탄철석은 정제실험에서도 선벌이 어려 

운 단체분리가 안된 입자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제거함으로 다음 공정에 

서 선별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면 회전롤의 속도 100rpm에서 250rpm 까 

지는 Ti02 회수율의 큰 변화없이 품위가 증가하지만， 이보다 회전롤의 

속도가 빨라지면 뚜렷한 Ti02 품위의 증가없이 회수율만 크게 감소되어， 

회전롤의 속도 250rpm 이상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 조건에서 자석 회전롤의 속도는 250rpm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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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Effect of Roll Speed in Dry Magnetic Separation Test 

for removal of Refuse Minerals from Head 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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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Result of Dry Magnetic Separation by varying the Roll Speed. 

Roll Spped Analysis of CONC. Product Ti02 

(rpm) (w t.%) Ti02(%) Fe(%) Recovery(% ) 

150 83.30 10.89 19.12 97.44 

200 79.16 11.21 19.59 95.31 

250 71.15 12.10 20.57 92.47 

300 54.36 13.11 22.15 76.55 

350 44.42 13.72 22.46 63 .55 

나. Splitter Position 

본 자력선별기는 자석롤과 비자석롤이 벨트로 연결되어 있고， 비자석 

롤 부분으로 급광된 시료는 자석롤의 회전에 의해 자석롤 부분으로 이동 

되어 선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시료의 크기와 회전롤의 속도 등은 

선별되는 시료의 원심력과 자화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티탄철석과 맥 

석 광물들의 분리 지점이 변화될 수 도 있다. 

Fig. 23과 Table 23은 시료의 입도 2.5mm , 회전롤의 속도 (roll speed) 

250rpm의 실험조건에서 자성산물과 비자성 산물의 분리지점의 변화가 

Ti02의 품위와 회수율에 미치는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splitter 

position 0는 회전롤 앞쪽에 위치한 분리대를 수직으로 설치한 것이고， 

-1과 -2는 회전롤의 바깥 방향으로 그리고 +1과 +2는 회전롤의 안쪽으 

로 설치 한 것으로， 본 자력선별기의 splitter position을 위해 자력선별기 

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이다. 

- 88 -



실 험 결과 splitter position이 회 전롤로부터 바깥 방향으로 가장멀 리 

위치한 -2 지점에서는 Ti02의 회수율이 95.89%로 가장 높지만， 이때 

Ti02 품위 는 10.16%로 가장 낮다. 반면 splitter position이 회 전롤의 안 

쪽으로 가깝게 이동되면 Ti02 회수율은 감소하고 품위는 다소 증가하여 

splitter position +2 지 점 에 서 Ti02 회 수율과 품위 는 각각 85.08%와 

12.71%를 나타내어， Ti02 회수율은 감소하나 품위는 미미하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splitter position의 위치변화에 따라 Ti02 품위와 회수율이 

변화하는 이유는， 이들의 위치변화가 자성산물과 비자성 산물의 회수율 

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 splitter position이 회전롤에서 -1 

과 2되는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성산물 회수대가 넓어지고 비자성 

산물의 회수대는 좁아져， 단체분리가 안된 티탄철석과 기타 약자성 산물 

이 자성산물로 회수되기 때문이고， 이와반대로 splitter position이 회전롤 

의 안쪽 방향인 +1과 +2로 이동하게 되면 자성산물의 회수대는 좁아지 

고 비자성산물의 회수대는 넓어져 비교적 자성이 강한 산물만 회수되어 

Ti02 품위는 증가하나 티탄철석의 일부가 비자성산물로 처리되어 회수 

율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본 실험의 주 목적은 비교적 높은 회수율을 유지하면서 맥석광물들 

을 제거하는데 있기 때문에， 실험결과를 분석해보면 splitter position은 0 

인 지 점 이 가장 효과적 임 을 알 수 있다. 즉， splitter position -1 , -2 지 

점은 Ti02 회수율은 높으나 품위가 낮고 산출율이 많아 효과적이지 못 

한 것을 알 수 있고 ， splitter position + 1과 +2는 Ti02 산출율이 적 고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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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약간 증가하나 회수율이 90% 이하가 되어 바람직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 의 경 우 splitter position 0인 지 점 을 최 적 조건으 

로 하였다. 

본 자력선별기를 이용한 다른 광물의 처리에서는 splitter position의 

변화에 따라 목적광물의 품위와 회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본 시료 

의 경우는 splitter position 2되는 지점에서만 약간의 Ti02 회수율의 감 

소가 있을 뿐 실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시 

료를 구성하고 있는 맥석광물들의 상당량이 비교적 강한 자성산물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 자선기의 splitter position을 아무리 크게 변화하 

여도 일메나이트 광물과 효과적으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자선기 

를 이용한 실험결과 Ti02의 회수율은 90% 이상으로 높지만 품위는 낮 

은데， 이는 Ti02를 구성하고 있는 일메나이트 광물이 강자성체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회수율은 높지만， 본 자선기가 강한 자성을 띄는 영구자석 

이고 또한 맥석물의 상당량이 강한 자성체로 되어있어 Ti02 품위는 낮 

은 것 이 다. 그 러 나 splitter position 0인 지 점 에 서 Ti02 회 수율의 큰 감 

소없이 산출율을 71.15% 까지 줄였기 때문에， 다음 처리공정에 좋은 영 

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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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ymg Table 23. Result of Dry Magnetic Separation by 

the Splitter Position 

Splitter P，따tioo 
Analysis of CONC. Product Ti02 

(wt. %) Ti02(%) Fe(%) Recovery( % ) 

-2 87.88 10.16 19.11 95.89 

-1 75.31 11.63 19.42 94.10 

0 71.15 12.10 20.57 92.47 

1 67.12 12.35 21.11 89.04 

2 62.32 12.71 21 .59 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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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eed Rate 

Fig. 24와 Table 24는 본 자력션별기를 이용한 티탄철석 정제 실험에 

서 시료의 급광량이 Ti02 품위와 회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 

하여 시료의 급광량을 500g/min.에서 2,000g/min. 까지 변화하며 실험한 

결과이다. 본 실험의 목적은 Ti02 품위와 회수율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많은 급광량을 얻기 위해서이다. 즉， 품위와 회수율 

에 큰 영향없이 시료의 급광량이 증가하면 그 만큼 처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험결과 시료의 급광량 500g/min.에서 1,000g/ min. 까지는 Ti02 회 

수율이 각각 93.38%와 92.47%로 뚜렷한 변화가 없지만， 이보다 급광량 

이 많아지면 감소되어 시료의 급광량 2，000g/min.에서는 81.83%를 나타 

내 어 1 ，000g/min.보다 Ti02 회 수율이 약 10.64%나 더 낮아， 시 료의 급 

광량을 1,000g/ min. 이상으로 하면 Ti02의 손실율이 높아 바람직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시료의 급광량 변화에 따른 Ti02 품위 변화는 

500g/min.에서 12.15%에서 2，000g/min.에서는 1 1.30%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시료의 급광량이 적정 이상으로 많아질 경우 Ti02 회수율 

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와같은 이유는 본 기기의 처리용량 한계로 자성 

산물과 비자성산물이 효과적으로 분리되지 못하여 자성산물(일메나이트) 

의 일부가 비자성 산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즉 처리용량보다 많은량 

의 시료를 자력선별기 내로 투입하게 되면 자성산물의 일부가 비자성 산 

물에 의해 간섭을 받게되어， 자기장 내에서 효과적으로 자화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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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광량이 적정 시료의 이러한 현상은 처리되기 때문이다. 비자성 산물로 

증가에도 二l 고L 근1: 
lol -d 。그러나 시료의 나탄난다. 심하게 까‘ 른 

끼--=;-많아질 량보다 

이는 변화가 없는데， 三포 
'-품위에는 대조적으로 불구하고 Ti02 회 수율과는 

l:ll
r二비자성 산물의 간섭을 급광 시료가 많아 자성산물이 비해 처리용량에 

자 산물은 비자성 처리된다 하더라도， 

회수되지 않기 때문이다. 

산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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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Result of Drγ Magnetic Separation by varying the Feed Rate. 

F않d Rate Analysis of CONC. Product Ti0 2 
(gr.j마n) (w t. %) Ti02(%) Fe(%) Recovery(% ) 

500 71 .55 12.15 19.11 93.38 

1,000 71.15 12.10 20.57 92.47 

1,500 69.33 12.03 20.57 89.59 

2,000 67.42 11.30 21 .59 81.83 

시료의 급광량 변화에 대한 실험결과 Ti02 회수율을 고려할 경우 

최적 시료의 급광량은 1,OOOg/ min. 임을 알 수 있으며， 이보다 시료가 많 

아지면 Ti02의 손실이 많아지고 이보다 급광량이 적어지면 Ti02의 품위 

나 회수율의 변화없이 처리량만 적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라. Deslime의 영 향 

건식자력선별의 경우 입자크기가 정광의 품위와 회수율에 매우 중요 

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같은 이유는 입도가 너무 크면 자력에 의한 

영향 이외에 입자의 중량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게되고， 또한 단체분리 

도 낮아지기 때문에 목적광물의 품위와 회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또한 입자가 너무 작으면 미립자에 의한 나쁜 영향을 받게된다. 즉， 

습식 자력선별과는 달리 건식 자력선별에 있어서 미립자는 자성을 띄는 

물질이라도 자기장 내에서는 자화가 쉽지않고， 자화가 된다 하더라도 입 

자간의 응집과 간섭에 의해 선별효율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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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선별 실험에 있어서 자선효율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립자의 

제거입도에 따른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에대한 결과는 Fig. 25와 

Table 25에 각각 나타내었다. 

먼저 본 자력선별기를 이용한 실험결과 deslime은 TiOz의 품위와 회 

수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TiOz 품위의 경우 

deslime을 하지 않았을 때 약 12.10%에 서 deslime 입 도 65mesh와 100mesh 

입도에서 각각 12.32%와 12.33%를， 그리고 150mesh와 200mesh 입도에 

서 각각 12.61%와 12.55%를 나타내 어 deslime이 TiOz 품위 에 는 거 의 영 

향을 미 치 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Deslime에 따른 TiOz 회 수율도 deslime 

을 하지 않았을 때 약 92.47%에서 deslime 입도 65mesh와 100mesh에서 

각각 93.11%와 92.77%를 그리고 150mesh와 200mesh에서도 각각 

92.55%와 92.01%를 나타내 어 본 시 료의 경 우 deslime이 티 타늄의 품위 

와 회수율 모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식 자력선별의 경우 단체분리가 이루어진 입도에서 

deslime은 목적광물의 품위와 회수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 

러나 본 실험의 경우 TiOz의 품위와 회수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 이는 본 시료의 티타늄 구성광물과 기타 맥석구성광물이 비교적 강 

한 자성광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또한 본 자력선별기는 자력의 세기 

를 조절할 수 없는 12.000Gauss의 영구자석이기 때문에 약자성체 물질 

이라도 대부분 자성산물로 회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실험의 경우 

deslime이 자선효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deslime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처리용량과 회수율을 고려하여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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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Result of 바y Magnetic Separation by v닮ying Reject of Slime. 

다~파re Analysis of CONC. Product Ti02 
(-rres비 (w t. %) Ti02(% ) Fe(%) Recovery(% ) 

Non - Deslime 71 .15 12.10 20.57 92.47 

65 70.36 12.32 20.49 93.11 

100 70.05 12.33 20.77 92.77 

150 68.33 12.61 20.71 92.55 

200 68.25 12.55 20.66 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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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도크기의 변화 

Fig. 26에서 Fig. 29 그리고 Table 26은 건식자력선별 실험에서 입도 

의 크기가 Ti02 품위와 회수율에 미치는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입 

도의 크기에 따라 회전롤의 최적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 입도에 대 

해 회전롤의 속도를 변화하며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Fig. 26에 나타낸 2.5mm 이하로 제조된 시료의 경우는 앞에 

서 언급한바와 같이 회전롤의 속도 250rpm이 Ti02의 품위와 회수율을 

고려할 경우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으며， 이때의 Ti02 품위와 회수율은 

각각 12.10%와 92.47%이다. 그러나 본 자력선별기의 회전롤이 250rpm 

보다 빨라지면 회전롤의 원심력이 증가되어 티탄철석과 같은 강자성 광 

물들도 상당량 비자성 산물로 처리되어 Ti02 회수율이 감소되므로 효과 

적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력선별기의 회전롤의 속도가 

250rpm보다 느려져도 Ti02 회수율은 다소 증가하나 맥석광물들의 혼입 

량이 증가되어 품위가 낮아지고 처리용량이 감소되어 효과적이지 못하 

다. 

Fig. 27의 5mm 이하로 제조된 시료는 자력선별기의 회전롤 속도 

150rpm에서 200rpm 까지는 Ti02 회수율이 각각 92.21%와 87.80%로 크 

게 감소되지 않지만 이보다 회전롤의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Ti02 품위 

향상 없이 회수율만 크게 감소되어 효과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5mm 

입도의 경우 자석 회전롤의 속도 150rpm보다 200rpm이 더 효과적인데， 

그 이유는 200rpm이 Ti02 회수율은 다소 낮으나 품위가 높고 또한 산출 

율이 낮아 맥석광물들의 상당량이 제거되어 후처리공정에 효과적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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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Fig. 28과 Fig. 29의 10mm입도와 20mm 입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자석 회전롤의 속도에서 Ti02 품위와 회수율이 낮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i02 회수율은 다소 낮더라도 비교적 굵은 

입도에서 일부 맥석광물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10mm 입도의 경우 회전롤의 속도가 가장 느린 100rpm에서도 Ti02 

회수율이 78.78% 밖에 안되고， 이보다 회전롤의 속도가 빨라져도 Ti02 

품위의 증가없이 회수율만 감소하게 되어， 10mm 입도는 1차 맥석광물의 

제거 목적에는 효과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입도에서 최적 

회전롤의 속도를 선택한다면 비교적 회수율이 높으면서도 산출율이 낮아 

일부 맥석광물들의 제거가 이루어진 150rpm임을 알 수 있다. 20mm 입도 

는 10mm 입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회전롤의 속도에서 Ti02 품위와 회수 

율이 낮아 효과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Fig. 30과 Table 27은 각 입도별 조건변화 실험에서 최적 조건으로 

규명된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입도에 대한 조건변화 실험결과 

최적 처리입도는 Ti02 품위와 회수율이 가장 높은 2.5mm 입도임을 알 수 

있으며， 입도가 커 질수록 선별효율 뿐만아니라 Ti02 손실율이 많아져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각 입도별 조건변화 실험결과 입도 

크기에 따라 회전롤의 최적 속도가 각각 다른데， 이는 처리 입도가 커질 

수 록 단체분리도가 낮고 입도의 중량비가 커지기 때문에 최적 회전롤의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또한 입도가 커지면 입도의 중량비 뿐만아니라 

회전롤의 원심력을 크게 받게되어 Ti02 품위와 회수율 모두가 감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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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고품위 티탄철석 정광을 생산하기에 앞서 비교적 굵은 입도에서 일부 

비자성 산물을 제거하기 위한 1차 건식 자력선별 실험결과， 최적 실험조 

건은 시료의 입도크기 2.5mm , 회 전롤의 속도 250rpm, splitter position 0 

그리고 시료의 급광량 1 ，000g/min.으로， 이때 TiOz 품위와 회수율은 각 

각 12.10%와 92.47% 인 결과를 얻었다. 특히 본 처리공정에서 약 29% 

정도의 맥석광물을 비교적 굵은 입도에서 사전에 제거 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어， 본 기술의 현장 적용시 분쇄비용의 절감， 처리용량의 증대 그 

리고 선별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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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Result of Dry Magnetic Separation by varying 

the Partic1e Size. 

Roll Spped Ana1ysis of CONC. Product TiOz 
Top Size 

(rpm) Recovery(%) (wt.%) TiOz(%) Fe(%) 

150 83.30 10.89 19.12 97.44 

200 79.16 11.21 19.59 95.31 

2.5mm 250 71.15 12.10 20.57 92.47 

300 54.36 13.11 22.15 76.55 

350 44.42 13.72 22.46 63.55 

150 85.25 10.07 19.11 92.21 

200 73.51 11.12 20.57 87.80 
5.0mm 

250 58.23 11.52 20.57 72.05 

300 44.80 12.01 21.59 57.79 

100 76.17 9.63 17.59 78.79 

150 68.12 10.22 19.02 74.78 
10mm 

200 61.66 10.42 19.11 69.01 

250 44.48 11.01 19.79 52.60 

80 84.41 9.61 18.21 86.75 

100 71.89 9.80 18.19 75.68 
20mm 

120 68.30 10.01 19.21 73.44 

140 61.58 10.11 19.11 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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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le Size (-mm ) 

Fig. 30 Effect of Particle Size in Dry Magnetic Separation Test 

for removal of Refuse Minerals from Head Ore 

Table 'Z7. Result of Dry Magnetic Separation by varying the Particle Size. 

얹rticle Size Analysis of CONC. Product Ti02 Remark 

(m메 (w t. %) Ti02(%) Fe(%) Recovery(% ) (R이1 Speed) 

2.5 71 .15 12.10 20.57 92.47 250rpm 

5.0 73.51 11.12 19.67 87.80 2α)rpm 

10 68.12 10.22 19.32 74.78 150rpm 

20 71 .89 9.8 18.19 75.68 1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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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중선별 

가. Shaking Table을 이용한 정제설험 

하동지역 티탄철석 원광에 대한 화학분석 및 광물감정 결과 약 80% 

이상이 각섬석과 회장석등의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어， 고품위 티탄 

철석을 얻기 위해서는 비중선별법이 가정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결과를 기초로하여 고품위 티탄철석을 얻 

기 위하여 shaking table을 이용한 비중션별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원광을 건식자력선별볍으로 처리하여 약 29% 

정도의 맥석광물을 제거하여 Ti02 품위를 약 12.10%로 향상시킨 시료 

이다. 실험은 1차년도 연구결과에 따라 규명된 최적 실험조건에서， 비중 

선별 실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입도크기에 의한 연구에 중점을 두 

었다. 

Fig. 31과 Table 28은 28mesh 이하로 제조된 시료에 대한 비중션별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비중실험에 의해 얻어진 각 산물에 대한 분 

석결과， 정광중의 Ti02 품위와 회수율은 각각 35.95%와 48.79%로 다른 

입도에 비해 비교적 낮으나， tailing 중의 Ti02 품위와 분포비는 각각 

8.06%와 37.4 1를 나타내어， 상당량의 Ti02 성분이 tailing으로 손실된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slime 중의 Ti02 품위와 분포비는 각각 5.84%와 

4.45%로서 다른 입도의 slime 산물에 비하여 비교적 낮아 slime으로 손 

실되는 TiOz 성분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iddling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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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ing 2 산물중의 TiOz 품위와 분포비도 각각 6.21%와 6.09% 그리고 

6.24%와 3.26%로， 28mesh 입도의 경우 보다는 중광물로 손실되는 TiOz 

성분도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정광의 품위와 회수율이 낮고 tailing 산물중의 TiOz 품위 

와 회수율이 이보다 작은 입도에 비하여 높은 이유는， 처리 입도가 커서 

단체분리도가 낮기 때문에 티탄철석의 상당량이 정광으로 산출되지 못하 

고 바로 tailing으로 이동 되었기 때문이다. 

Fig. 32와 Table 29는 35mesh 입도에 대한 비중선별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정광중의 TiOz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37.13%와 60.88% 

로， 28mesh 입도의 정광산물보다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1.18%와 12.09% 

로 비교적 높아 35mesh 입도가 선별효율에 있어 다소 양호함을 알 수 

있다. 각 산물에 대 한 분석 결과 28mesh 입 도와는 달리 slime과 tailing 

중의 TiOz 품위는 5.82%와 5.60%로 다소 감소한 반면， middling 1과 

middling 2의 TiOz 품위는 각각 3.68%와 8.65%를 나타내어， 일부의 TiOz 

성분이 middling 2로 이동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입도가 작아지면서 단 

체분리도가 향상되어 tailing과 middling 1 중의 TiOz 성분들이 middling 

2와 정광산물로 크게 이동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33과 Table 30은 48mesh 입도에 대한 비중선별 실험결과를 나 

타낸 것으로， 정광산물의 TiOz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41.25%와 57.78% 

로 35mesh 입도보다 회수율은 약 3.10% 정도 감소하였으나 품위는 

4.12%나 증가하여， 전체적인 선별효율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각 산 

물별 특성을 살펴보면 slime과 tailing의 TiOz 품위와 회수율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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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와 8.45% 그리고 4.55%와 16.11%로， 이들 산물의 TiOz 분포율이 

28mesh와 35mesh 입도의 결과보다 크게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middling 1과 middling 2 산물중의 TiOz 품위와 회수율은 각각 

7.18%와 8.85% 그리고 13.29%와 8.87%를 나타내어， 처리입도가 작아질 

로
 
「수

 
’ middling 1과 middling 2 품위와 회수율이 점차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34와 Table 31의 65mesh 입도에 대한 실험결과와 Fig. 

35와 Table 32의 100mesh 입도에 대한 비중선별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입도가 작아지면 단체분리도가 증가되어 정광중의 품위는 향상되나， 

회수율은 이와반대로 감소되어 미립자의 회수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입도크기에 따른 회수율의 경우 35mesh 입도를 기준으로 이보다 

큰 28mesh 입도에서도 감소를 보이는데， 이는 처리 입자가 너무 커 낮 

은 단체분리도 때문으로 생각된다. 

65mesh 입도에 대한 비중선별 실험결과 정광중의 TiOz 품위와 회수 

율은 각각 42.55%와 52.01%로， 48mesh 입도보다 품위는 1.30% 정도 증 

가하나 이때 회수율은 5.77% 정도나 감소되어， 65mesh 입도가 전반적인 

선별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00mesh 입도의 경우도 입도가 

작아짐에 따라 정광중의 품위는 43.17%로 미미하게 증가하나， 회수율은 

39.28% 까지 감소되어， 비중선별의 경우 48mesh 보다 입도가 작아지면 

TiOz 품위가 향상되기 보다는 회수율이 크게 감소되어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입도가 작아지면서 단체분리도가 증가되어 정광 

물의 품위는 증가하나， 본 실험에 사용된 shaking table에 의해서는 미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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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회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65mesh 입도와 100mesh 입도에 대한 실험결과 각 산물별 특성을 

살펴보면， slime의 TiOz 품위와 분포율은 각각 6.25%와 11.18% 그리고 

6.42%와 15.95%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입도가 작아지 

면서 비중선별이 어려운 미립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리 입도 

가 작아질수록 middling 1과 middling 2의 TiOz 품위가 점차 증가하는 

데， 이는 일부의 티탄철석 입자들이 정광으로 회수되지 못하고 middling 

1과 middling 2로 이동된 원인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tailing으로부터 이 

동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입도크기에 따른 비중선별 실험결과를 종합해보면 처리입도가 작아 

질수록 단체분리도가 향상되어 정광의 품위는 증가하나 회수율은 35mesh 

입도를 기준으로 이보다 크거나 작아지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입도가 작아지면서 tailing의 산출율도 감소되어 상당량의 TiOz 성분이 

middling 2와 정광으로 이동된 것을 알 수 있으며 slime쪽으로 Ti02의 

산출율과 품위가 증가되어 많은량의 티탄철석이 손실됨을 알 수 있다.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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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Result of Gravity Separation on -28mesh Product 

by using Shak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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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Fig. 32 Result of Gravity Separation on -35mesh Product 

by using Shak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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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Result of Gravity Separation on -48mesh Product 

by using Shaking Table. 

% 

Products 

Fig. 34 Result of Gravity Separation on -65mesh Product 

by using Shak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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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ls 

Fig. 35 Result of Gravity Separation on -lOOmesh Product 

by using Shaking Table. 

Table 28. Result of Gravity Separation on -28mesh Product 

using Shaking Table 

Yield 다lemical Components(%) Distribution Recovery 
Products (wt. %) 

Ti02 Fe of Ti02(%) (~Ti02%) 

Slime 9.22 5.84 19.27 4.45 4.45 

Tailing 56.17 8.06 20.25 37.41 41 .86 

Middling 1 11.87 6.21 19.01 6.09 47.95 

Middling 2 6.32 6.24 20.96 3.26 51.21 

CONC. 16.42 35.95 32.04 48.79 100 

Total 100 12.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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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 Result of Gravity Separation on -35mesh Product 

using Shaking Table. 

Yield αlemic며 Components(% ) Distribution Recovery 
Products 

(wt. %) 
Ti02 Fe of Ti02(%) (~Ti02%) 

Slime 13.01 5.82 18.51 6.26 6.26 

Tailing 46.69 5.60 18.45 21.61 27.87 

Middling 1 8.24 3.68 17.75 2.52 30.39 

Middling 2 12.22 8.65 20.75 8.73 39.12 

CONC. 19.84 37.13 32.17 60.88 100 

Total 100 12.10 20.57 100 

Table 30. Result of Gravity Separation on -48mesh Product 

using Shaking Table. 

Yield αlemic매 Components(% ) Distribution Recovery 
Products 

(w t. %) 
Ti02 Fe of Ti02(%) (~Ti02%) 

Slime 17.21 5.94 20.51 8.45 8.45 

Tailing 42.85 4.55 18.75 16.11 24.56 

Middling 1 14.91 7.18 19.24 8.85 33.41 

Middling 2 8.08 13.29 22.04 8.87 42.28 

CONC. 16.95 41.25 33.12 57.78 100 

Total 100 12.10 20.5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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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Result of Gravity Separation on -65mesh Product 

using Shaking Table 

Yield Chemical Components(%) Distribution Recovery 
Products 

(wt.%) 
Ti02 Fe of Ti02(%) (2:Ti02%) 

Slime 21.65 6.25 20.02 11.18 11.18 

Tailing 40.09 5.01 18.57 16.60 27.78 

Middling 1 17.18 8.59 20.55 12.20 39.98 

Middling 2 6.29 15.41 23.79 8.01 47.99 

CONC. 14.79 42.55 33.59 52.01 100 

Total 100 12.10 20.57 100 

Table 32. Result of Gravity Separation on -100mesh Product 

using Shaking Table. 

Yield 다lemical Components(%) Distribution Recovery 
Products 

(w t. %) of Ti02(%) (2:Ti02%) Ti02 Fe 

Slime 30.05 6.42 20.75 15.95 15.94 

Tailing 35.81 7.86 18.45 23.26 39.20 

Middling 1 17.59 8.75 20.96 12.72 51.92 

Middling 2 5.54 19.14 26.55 8.84 60.76 

CONC. 11.01 43.17 34.46 39.28 100 

Total 100 12.10 20.5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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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에서 Fig. 40까지는 비중선별 실험에서 가장 선별효율이 높았 

던 48mesh 입도의 각 산물에 대한 XRD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산물에 대한 광물감정을 수행한 이유는 비중선별 실험시 각 산물로 어 

떠한 광물이 이동 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이다. 

Fig. 36에 나타낸 slime 산물의 경우 대부분이 각섬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티탄철석의 아주 미미한 peak만 보인다. 그외， 석 

영， 자철석， 방해석， 녹니석， 석류석 등의 광물도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으 

나， XRD 차트 상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아주 소량이 분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Fig. 37에 나타낸 tailing 산물의 광물감정 결과도 

slime 산물과 거의 비슷한 광물이 관찰되어 서로 비슷한 광물로 이루어 

져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티탄철석의 peak가 뚜렷하지 않아 Table 30의 

분석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다. 즉， Table 30에 나타낸 tailing 산물의 경 

우 TiOz 함량이 4.55% 밖에 되지 않아 XRD로는 감지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외 구성광물은 비슷하나 slime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회장 

석이 관찰되었다. 

Fig. 38과 Fig. 39는 middling 1과 middling 2 산물에 대 한 XRD 분 

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이들 시료도 slime과 tailing 이 비슷한 광물로 

구성되어 있으나， middling 2의 경우는 티탄철석의 peak가 뚜렷하여 상 

당량의 티탄철석이 middling 2로 농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Fig. 40은 48mesh 입도에 대한 비중선별 실험에서 티탄철석 정광으 

로 회수된 산물에 대한 XRD 분석결과로서， 정광산물의 경우 대부분 티 

113 -



탄철석 pe밟만 보일 뿐 다른 광물의 peak는 뚜렷하지 않아 대부분이 티 

탄철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뚜렷한 XRD peak는 

보이지 않지만 석류석과 석영， 녹니석， 각섬석 그리고 자철석도 아주 미 

량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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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X -ray Diffraction on Slime produced by Gravity Separation 

using Shaking Table Concen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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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과 Table 33은 각 입도별 비중선별 실험에서 정광으로 회수된 

산물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각 입도별 비중션별 결과를 비교분 

석하여 티탄철석의 선별에 가장 효과적인 처리 입도를 규명하기 위한 것 

이다. 각 입도별 비중선별 실험결과 처리입도 35mesh를 기준으로 이보 

다 입도가 크거나 작아지면 Ti02 회수율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35mesh 입도에서 Ti02 회수율이 60.88%로 가장 높으나， 이보다 큰 

입도인 28mesh 입도에서는 약 48.79%로 12.09%가 낮으며， 이보다 작은 

입도인 48mesh와 100emsh 입도에서는 각각 57.78%와 39.28%로서 

35mesh보다 입도가 작아지면 Ti02 회수율은 더욱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처리입도 35mesh를 기점으로 이보다 입도가 크거나 작을 

경우 각각 Ti02 회수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처리입도가 너무크면 단체분 

리도가 낮아 많은량의 티탄철석이 tailing으로 손실되기 때문이며， 또한 

입도가 너무 작아지면 미 립자의 회수가 어려워져 slime이나 middling으 

로 손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도크기별 Ti02 품위는 28mesh 입도에 

서 35.95%로 가장 낮고 48mesh와 100mesh 입도에서 각각 41.25%와 

43.17%를 나타내어， 입도가 작아질수록 품위는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중선별의 경우 미립자가 품위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 

지 않으나， 이들의 회수는 쉽지 않아 회수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
늘
 

되
 

D 

알 수 있다. 

입도크기별 비중선별 실험결과 35mesh 입도와 48mesh 입도가 Ti02 

품위와 회수율이 높아 효과적인 처리 입도임을 알 수 있으나， 35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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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는 Ti02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37.13%와 60.88% 그리고 48mesh 입 

도는 Ti02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4l.25%와 57.78%를 나타내어， 전체적 

인 선별효율은 48mesh 업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티탄철석 시료는 건식자력선별 실험에 의해 Ti02 

품위가 12.10%로 향상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 Ti02 회수율이 92.47%로 

약 7.53%의 Ti02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비중선별 실험에서 얻어진 정 

광의 실 제 회 수율은 약 7.53%를 뺀 것 이 다. 따라서 28mesh와 35mesh 

입도의 경우 전체 Ti02 회수율은， 비중선별 실험에서 얻은 48.79%와 

60.88%로부터 약 7.53%를 뺀 45.11%와 56.30%가 된 다. 48mesh와 

65mesh 그리고 100mesh 입도에 대한 전체회수율도 자력선별에서 손실 

된 Ti02 7.53%를 각각 빼면 약 53.43%와 48.09% 그리고 36.32%가 된 

다. 

Fig. 42에서 Fig. 46은 각 입도별 비중선별 실험결과 정광으로 회수 

된 산물에 대한 광물감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28mesh와 35mesh 입 

도의 경우 정광중의 Ti02 품위가 각각 35.95%와 37.13% 밖에 되지 않아 

상당량의 맥석광물들이 혼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ig. 42와 

Fig. 43에 나타낸 정광 산물의 XRD 분석결과， 두 시료 모두 각섬석과 

석영이 주요 불순물로 존재함이 확인되었으며， 그외 뚜렷한 XRD peak 

는 나타나지 않지만 석류석과， 자철석 그리고 녹니석 등도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Fig. 44와 Fig. 45 그 리 고 Fig. 46은 48mesh와 65mesh 그 리 고 

100mesh 입도의 정광산물에 대한 XRD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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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Result of Gravity Separation using Shaking Table by varγmg 

the Partic1e Size of Feed 

Analysis of CONC. Product Ti02 Total Ti02 
Par1icle Size Recovery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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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mesh 16.42 35.95 32.04 48.79 45.11 

35mesh 19.84 37.13 32.17 60.88 56.30 

48mesh 16.95 41.25 33.12 57.78 53.집 

65mesh 14.79 42.55 33.59 52.01 48.æ 

100mesh 11.01 43.17 34.46 39.28 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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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X -ray Diffraction of Concentrate produced by Gravity Separation 

using Shaking Table Concentrator(28mesh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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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piral을 이용한 정제실험 

Fig. 47과 Table 34는 본 연구기간동안 제작한 spiral 비중선별기를 

이용한 실험결과로， 본 비중선별기는 일반적으로 대량처리용으로 이용하 

는 선별장치이다. 각 입도크기별 실험결과 TiOz 품위는 28mesh 입도에 

서 약 16.77%로 가장 낮지만， 입도가 작아지므로 점차 증가하여 48mesh 

입도와 100mesh 입도에서는 각각 20.07%와 21.74%로 28mesh 입도보다 

각각 3.30%와 4.97%나 더 높다. 그러나 입도크기에 따른 TiOz 회수율은 

48mesh 입도에서 60.27%로 가장 높고 이보다 처리 입도가 커지거나 작 

아지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앞의 shaking table을 이용한 비중선별 실험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처리 입도가 너무 크변 단체분리도가 낮아 상당량의 TiOz 

가 tailing으로 손실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입도가 너무 작으면 일반적인 

비중선별 장치로는 회수가 불가능한 미립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TiOz 품위는 입도가 작아질수록 증가하는데， 이는 입자가 작아질수록 단 

체분리도가 향상되기 때문이고 또한 일반 선별실험과는 달리 분리효율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미립자들이 대부분 slime으로 처리되어 품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실험결과 모든 처리 입도에서 TiOz 품위와 회수율이 shaking 

table을 이용한 비중선별 실험보다 10-20% 정도 더 낮아， shaking 

table을 이용한 비중선별실험이 훨씬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본 장 

비를 직접 제작하여 기술적인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대체적 

으로， 처리용량만으로 생각한다면 shaking table보다 클 뿐 모든 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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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Result of Gravity Separation using Spiral by varying 

the Partic1e Size of Feed . 

Analysis of CONC. Product Ti02 Total Ti02 
Particle 당ze 

(w t. %) Ti02(% ) Fe(%) 
Recovery(% ) Recovery(% ) 

28mesh 31.94 16.77 23.77 44.27 40.94 

35mesh 39.54 18.20 24.39 59.47 54.99 

48mesh 36.34 20.07 25.37 60.27 55.컸 

65mesh 30.10 21 .41 25.65 53.27 49.26 

100mesh 23.44 21 .74 26.11 42.11 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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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벼중 및 자력션별 병용질험 

본 실험의 목적은 비중선별 실험에서 얻어진 각 입도별 티탄철석 정 

광산물을 자장의 세기변화가 가능한 cross belt type의 건식 자력선별기 

를 이용하여， 비중선별 실험에서 제거되지 않았던 강자성 광물과 약자성 

광물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광산물의 Ti02 품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자력선별기는 1차년도에 사용한 자장의 세기변화가 

가능한 cross belt type의 건식 자력선별기로써， 실험조건은 1차년도에 

수행한 최적 조건으로하고 비중선별에서 얻어진 각 입도별 정광산물에 

대한 품위향상을 위하여 자장의 세기변화만을 수행하였다. 

비중선별 실험결과 48mesh 입도가 선별효율에 있어서 가장 높지만， 

본 실험에서는 비중선별에서 수행된 모든 입도를 대상으로 자력선별 실 

험을 수행하였다. 이와같은 이유는 비중선별 실험에서 각 입도의 크기에 

따라 정광의 Ti02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TiOz 품위는 낮 

더라도 회수율이 높은 결과가 있고 이와 반대로 회수율은 낮으나 품위가 

높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자력선별 실험 후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변화 

되는지를 규명하여， 비중 및 자력선별 병용실험에 대한 최적 처리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Fig. 48과 Table 34는 28mesh로 제조한 시료를 비중선별로 정제한 

다음 이 정광산물의 품위를 높이기 위하여 재차 자력선별 병용실험을 수 

행한 결과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앞의 비중선별 실험에서 언급 

하였듯이， TiOz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35.04%와 48.79%인 28mesh 입도 

-126 -



의 비중정광 산물로써， 본 실험에서는 자장의 세기를 10Ampere에서 

30Ampere까지 변화하며 실험 하였다. 본 실험에서 자력선별 정광산물은 

lOAmpere 에서는 비자성 산물로 처리되고 17.5Ampere 에서는 자성산물 

로 처리되는 특성을 갖고있어， 이 범위의 자장 산물을 정광산물로 하였 

다. 그리고 자장의 세기 10Ampere의 자장산물은 약한 자성의 힘에도 이 

끌리는 강자성 광물임을 알 수 있고， 자장의 세기 30Ampere의 비자성 

산물로 처리된 산물은 약자성 광물임을 알 수 있다. 

28mesh 입도에 대한 실험결과 자장의 세기 10Ampere의 자성산물로 

회수된 산물의 경우 TiOz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29.74%와 5.10%로， 

TiOz 회수율은 낮으나 비교적 TiOz 품위가 높아 일부 티탄철석이 

10Ampere의 자성산물로도 처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장의 세기 

10Ampere와 17.5Ampere 사이에서 회수된 티탄철석 정광은 TiOz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39.80%와 82.55%를 나타내어， 비중선별에서 얻어진 정광 

의 TiOz 품위 35.95%보다 약 3.85% 정도 증가하였으나 회수율이 

82.55% 밖에 되지 않아 전체 TiOz 회수율은 37.24%로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자장의 세 기 17.5Ampere에 서 비 자성 산물로 처 리 된 즉， 17.5Ampere 

와 20Ampere 사이에서 회수된 자선산물도 TiOz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28.35%와 9.77%로 높아 상당량의 TiOz가 이 자장의 산물로 손실된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보다 자장의 세기가 강해지면 점차 각 산물의 TiOz 품 

위와 회수율은 감소하여 자장의 세기 30Ampere의 비자성 산물에서는 

TiOz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4.22%와 0.31%까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티탄철석보다 자성이 약한 맥석광물들의 대부분은 20Ampere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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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약한 자장의 세기에서 처리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8mesh 입도의 

경우 자장의 세기 10Ampere의 자성산물과 17.5 - 20Ampere 산물에서 약 

14.87%의 Ti02 손실이 있고 또한 정광의 Ti02 품위도 39.80%로 다른 

입도보다 낮아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 티탄철석 정광으로 회수된 산물중 티탄철석보다 자성의 

강도가 커 cross belt의 바깥으로 이동된 산물이 있다. 이 산물만을 회수 

하여 광물감정을 한 결과 대부분이 자류철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산 

물명을 자류철석으로 명명하였으며 이 산물의 Ti02 품위와 분포율이 각 

각 4.20%와 0.10%로 이루어져 있어 대부분이 맥석광물로 구성되어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이중 약 48.75%가 Fe 성분으로되어 있어 대부분이 자 

류철석임을 알 수 있다. 

Fig. 49와 Table 35는 35mesh 입도에 대한 비중 및 자력선별 병용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Ti02 품위와 회수 

율이 각각 37.13%와 60.88% 인 비중선별 정광 산물이다. 실험결과 정광 

산물의 Ti02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41.45%와 85.13%로 28mesh 입도보 

다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1.65%와 2.58% 정도 더 높지만， 비중선별 실 

험에서 얻어진 정광의 품위가 35mesh 입도가 더 높기 때문에 정확한 선 

별효율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즉， 28mesh 입도의 경우 비중선별 정광시 

료 35.95%에서 39.80%로 Ti02 품위가 증가한 것이고， 35mesh 입도는 

37.13%에서 39.80%로 증가된 것이기 때문이다. 

Fig. 50과 Table 36은 48mesh 입도에 대한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Ti02 품위와 회수율은 각각 41.25%와 

57.78% 인 비중선별 정광산물이다. 실험결과 정광으로 회수된 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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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02 품위는 41.25%에서 46.01%로 증가되었고 회수율도 91.02%나 되어 

정광 이외의 산물에는 Ti02 성분이 매우 적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장의 세기 lOAmpere의 자성산물과 17.5 - 20Ampere에서 회수된 

산물중의 Ti02 품위가 28.95%와 25.02%로 여전히 높으나， 이 산물의 산 

출율(yield) 이 각각 4.92%와 2.28%로 낮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산물로 

손실되는 Ti02 성분은 4.83%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 고 20 - 30Ampere의 산물과 30Ampere의 비 자성 산물의 Ti02 

품위와 회수율도 각각 19.61%와 3.31% 그리고 7.16%와 0.62%이지만， 이 

산물의 산출율이 각각 6.97%와 3.32%임을 고려할 경우 대부분은 티탄철 

석이 아닌 약자성 맥석 광물임을 알 수 있다. 48mesh 입도에 대한 실험 

결과 정광의 Ti02 품위는 46.01%이지만 회수율은 91.02%이기 때문에 

비중선별의 Ti02 회수율 53.43%를 계산하면 전체 Ti02는 48.63%가 된 

다. 

Fig. 51과 Fig. 52 그 리 고 Table 37과 Table 38은 65mesh와 

100mesh 입도에 대한 비중 및 자력선별 병용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 

로，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Ti02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42.55%와 

52.01% 그리고 43.17%와 39.28% 인 정광 산물이다. 65mesh 입도에 대한 

실험결과 정광산물의 Ti02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47.01%와 88.94% 로， 

48mesh 입도의 결과와 비슷한 선별효율을 갖지만 65mesh 입도의 경우 

비중선별 실험에서 Ti02 회수율이 52.01% 밖에 되지 않아 전체 Ti02 회 

수율은 42.77%로 48mesh입 도의 48.63%보다 무려 5.86%나 더 낮아， 

48mesh 입도가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자장의 세기변화에 따라 산출된 각 산물의 Ti02 품위와 회수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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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mesh 입도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17.5-20Ampere에서 회 

수된 산물의 산출율과 품위가 다소 높아 이 산물의 TiOz 분포율이 

3.03%로 48mesh의 입도의 1.38%보다 다소 높은 특성을 보인다. 

100mesh 입도에 대한 실험결과 정광중의 TiOz 품위가 47.51%로 입 

도변화 실험 중 가장 높으나 48mesh와 65mesh 입도와는 큰 차이가 없 

고， TiOz 회수율은 86.24%로 낮아 48mesh와 65mesh의 입도보다 효과적 

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중선별 정광중의 TiOz 회수율은 

39.28% 밖에 되지 않아 전체 TiOz 회수율은 31.32%로， 48mesh 입도의 

48.63%와 65mesh의 42.77%보다 11-17%정도 더 낮아， 뚜렷한 품위의 

증가없이 효수율만 낮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각 입도크기에 대한 비중 및 자력선별 병용실험 결과 TiOz 품위와 

회수율을 고려할 경우 48mesh 입도가 가장 선별효율이 높은 처리 입도 

임을 알 수 있으며 이때 회수된 정광산물의 TiOz 품위와 회수율은 각각 

46.01%와 91.02%이다. 그러나 48mesh 입도에 대한 비중선별 실험에서 

TiOz 회수율이 53.43%이기 때문에 비중 및 자력선별 병용실험의 TiOz 

회수율은 48.63% 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처리공 

정 개발에 필요할 것이다. 48mesh 입도에 대한 자력선별 실험결과 각 

자장의 세기에 따라 회수된 산물의 특성은， 자장의 세기 10Ampere의 자 

장산물과 17.5 - 20Ampere 산물의 TiOz 품위 가 각각 28.95%와 25.02%로 

다소 높고 그 이외의 산물중의 TiOz 품위는 낮으나 대체적으로 이들 산 

물의 산출율이 낮아 손실되는 TiOz 량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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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Fig. 48 Effect of Magnetic Intensity in Magnetic Separation on -28mesh 

I1menite Concentrate obtained by Gravity Separation 

Table 34. Restlt of Magnetic Separation on -28mesh Product by varying 

the Magnetic Intensity 

1v1agnetic Intensity Yield Chemical Components(%) Distribution 
(Ampher) (wt. %) Ti02(%) 뻐%) of Ti02(%) 

10.0 M P 6.16 29.74 34.19 5.10 

CONC. 74.56 39.80 33.85 82.55 

17.5 N. M P 12.21 28.75 28.35 9.77 

20.0 N. M P 3.56 22.15 19.75 2.19 

30.0 N. M P 2.66 4.22 12.75 0.31 

Phyrotite 0.85 4.20 48.75 0.10 

Total 100 35.95 32.04 100 

M. P. Magnetic Product, N. M. P Non-Magnetic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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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Fig. 49 Effect of Magnetic Intensity in Magnetic Separation on -35mesh 

Ilmenite Concentrate obtained by Gravity Separation 

Table 35. Restlt of Magnetic Separation on -35mesh Product by varying 

the Magnetic Intensity 

Magnetic Intensity Yield Chemical Cornponents(%) Distribution 

CAmpher) (w t. %) 
Ti02(%) Fe(%) of Ti02(%) 

10.0 M P 7.44 29.05 34.05 5.82 

CONC. 76.26 41.45 34.75 85.13 

17.5 N. M P 4.77 29.95 31.75 3.85 

20.0 N. M P 7.55 21.68 20.59 4.41 

30.0 N. M P 3.01 8.64 8.49 0.70 

Phyrotite 0.97 3.59 52.37 0.09 

Total 100 37.13 33.25 100 

M. P. Magnetic Product, N. M. P Non-Magnetic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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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Fig. 50 Effect of Magnetic Intensity in Magnetic Separation on -48mesh 

I1menite Concentrate obtained by Gravity Separation 

Table 36. Restlt of Magnetic Separation on -48mesh Product by varying 

the Magnetic Intensity 

tv1agnetic Intensity Yield Chemical Components(%) Distribution 

(Ampher) (wt. %) TiOz(%) Fe(%) of Ti02(%) 

10.0 M P 4.92 28.95 34.15 3.45 

CONC. 81.60 46.01 36.25 91.02 

17.5 N. M P 2.28 25.02 27.33 1.38 

20.0 N. M P 6.97 19.61 23.01 3.31 

30.0 N. M P 3.32 7.64 7.59 0.62 

Phyrotite 0.91 10.41 56.32 0.23 

Total 100 41.25 33.55 100 

M. P. Magnetic Product, N. M. P Non-Magnetic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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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s 

Fig. 51 Effect of Magnetic Intensity in Magnetic Separation on -65mesh 

I1menite Concentrate obtained by Gravity Separation 

Table 37. Restlt of Magnetic Separation on -65mesh Product by varying 

the Magnetic Intensity 

Magnetic Intensi다1 Yield Chemical Components(%) Distribution 

(Ampher) (wt. %) Ti02(%) Fe(%) of Ti02(%) 

10.0 M P 5.15 27.22 32.42 3.39 

CONC. 78.04 47.01 36.17 88.94 

17.5 N. M P 4.62 27.02 28.22 3.m 

20.0 N. M P 8.00 20.22 24.22 3.92 

30.0 N. M P 3.31 7.01 20.17 0.56 

Phyrotite 0.88 7.51 7.42 0.16 

Tota! 100 41.25 33.59 100 

M. P. Magnetic Product, N. M. P Non-Magnetic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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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s 

Fig. 52 Effect of Magnetic Intensity in Magnetic Separation on -lOOmesh 

I1menite Concentrate obtained by Gravity Separation 

Table 38. Restlt of Magnetic Separation on -lOOmesh Product by varying 

the Magnetic Intensity 

Magnetic Intensity Yield 다lemical Components(%) Distribution 
(Ampher) (w t. %) 

Ti02(%) Fe(%) of Ti02(%) 

10.0 κ1 P 5.40 32.66 34.75 4.28 

CONC. 78.37 47.51 36.50 86.24 

17.5 N. M P 6.08 35.60 33.42 5.25 

20.0 N. M P 9.99 22.76 24.43 5.51 

30.0 N. M P 3.10 10.51 22.01 0.79 

Phyrotite 0.55 9.15 8.49 0.12 

Total 100 41.25 34.46 100 

M. P. Magnetic Product, N. M. P Non-Magnetic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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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과 Table 39은 비중선별 실험에서 얻어진 정광산물을 자력선별 

실험에 의해 강자성 및 약자성 광물을 제거한 비중 및 자력선별 병용실험 

의 최종 결과이다. 실험결과 각 입도별 Ti02 품위는 28mesh 입도에서 

39.80%로 가장 낮지만 입도가 작아지면서 점차 증가하여 48mesh 입도와 

100mesh 입 도에 서 는 각각 46.01%와 47.51%로 28mesh 입 도보다 약 6.21% 

와 7.71%나 증가하여 비중 및 자력선별 병용실험의 경우 입도가 작을수록 

Ti02 품위는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8mesh보다 입도가 작아지 

면 뚜렷한 Ti02의 품위향상 없이 회수율만 크게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각 입도의 크기에 따른 실험결과 Ti02 회수율은 48mesh 입자가 91.02% 

로 가장 높고， 이보다 처리입도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각각 감소하여 효과적 

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Table 40은 비중선별 실험과 비중 및 자력선별 병용실험에 대한 결 

과를 비교분석 한 것이다. 실험결과 비중선별 단독으로 처리한 결과보다 

비중 및 자력선별 병용실험이 TiOz 회수율은 약 3-7% 정도 낮으나， 품 

위는 7-10% 이상 높아 비중 및 자력선별 병용실험이 선별효율에 있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48mesh 입도의 경우 비중 및 자력선별 

병용실험 후 Ti02 품위가 약 10% 이상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91.0%로 높아 비중 및 자력선별 병용실험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처리 

입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입도별 비중 및 자력선별 병용실험 후 전 

체 TiOz 회수율은 35mesh 입도와 48mesh 입도가 각각 47.93%와 

48.63%로 비슷하지만 TiOz 품위는 35mesh 입도가 41 ,45% 그리고 

48mesh 입 도가 46.01%나 되 어 48mesh 입 도가 가장 효과적 인 처 리 입 도 

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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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Effect of Variation of Particle Size in Magnetic Separation 

Table 39. Restlt of Mag. Separation Test on llmenite Concentrate obtained 

by Gravity Separation 

얹rticle 당ze OteIIÚcaI Components(%) TotaI 
Yield Recovery 

(mesh) (w t. %) of Ti02(%) 
Recovery 

Ti02(%) Fe(%) of Ti02(%) I 

28 74.56 39.80 33.85 82.55 37.24 

35 76.26 41.45 34.75 85.13 47.93 

48 81.60 46.01 36.25 91.02 48.63 

65 78.04 47.01 36.17 88.94 42.77 

100 74.88 47.51 36.50 86.24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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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0. Comparison of Gravity Separation and Combination of Gravity 

and Mag. Separations 

Gravity Separation (Ti02 %) Gra띠ty & Mag. se뻐ratiα1(IiQ %) 
얹r바le Size 

Grade Recovery Total Grade Recovery Total 
Recovery Recovery 

28mesh 31.94 44.27 40.94 39.80 82.55 37.24 

35mesh 39.54 59.47 54.99 41.45 85.13 47.93 

48mesh 36.34 60.27 55.73 46.01 91.02 48.63 

65mesh 30.10 53.27 49.26 47.01 88.94 42.77 

100mesh 23.44 42.11 38.94 47.51 86.24 31.32 

Fig. 54에서 Fig. 63은 비중 및 자력선별 병용실험에서 최적 처리입 

도로 규명된 48mesh 입도를 대상으로 자력선별을 수행할 때 자장의 세 

기에 따라 각각 회수된 산물의 광물학적 규명을 위한 현미경 및 XRD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같이 현미경 및 XRD 분석에 의한 각 

산물의 광물감정을 수행한 이유는， 비중선별 후 정광물 중에 남아있는 

맥석 광물들을 규명하고 또한 각 자장의 세기에 따라 회수된 각각의 산 

물중에 어떠한 광물들이 이동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Fig. 54와 Fig. 55는 비중선별 실험에서 얻어진 정광 산물을 자장의 

세기를 10Ampere로 하여 자력선별 실험을 수행할 때 자성산물로 회수 

된 산물에 대한 현미경 및 XRD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0Ampere 

의 자성산물에 대한 광물감정 결과， 현미경 사진에는 티탄철석과 자류철 

석만 관찰되지만 XRD 감정에서는 티탄철석과 자류철석 이외에 아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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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석류석 peak도 확인된다. 

이미 10Ampere의 자성산물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에서도 TiOz 품위 

가 28.95%로 확인되어 상당량의 티탄철석이 이 산물에 존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 산물의 산출율이 4.92%로 낮아 실제적으로 손실 

되는 TiOz의 함량은 3.45% 낮기 때문에 큰 영향은 주지 않는다. 특히， 

이 산물과 자장의 세 기 17.5Ampere와 20Ampere 사이 에 서 회 수된 산물 

은 모두 TiOz 품위가 20% 이상되어 노벽보호제 등 다른 용도로의 이용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산물로 회수된 티탄철석은 간단한 처 

리공정의 적용으로 정광으로의 회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 56과 Fig. 57은 비중 및 자력선별 병용실험에서 자장의 세기 

10Ampere와 17.5Ampere에서 회수된 티탄철석 정광에 대한 현미경 및 

XRD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XRD 상에는 다른 맥석광물들의 존재 

가 확인되지 않지만 현미경 사진에서는 소량의 맥석광물이 확인되어 아 

직도 정광중에는 TiOz 품위를 저감시키는 불순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8과 Fig. 59는 17.5Ampere와 20Ampere 사 이 에 서 회 수된 산물 

에 대한 현미경 및 XRD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현미경 사진에서 많 

은 맥석광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산물중에 존재하고 있는 

광물들을 규명하기 위한 XRD 분석결과 티탄철석 이외에 각섬석이 다량 

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외 석류석과 녹니석 그리고 석영 

등의 다양한 광물들이 소량으로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같이 

17.5Ampere와 20Ampere 사이에서 회수된 산물중에는 다양한 광물이 관 

찰되는데， 이는 티탄철석과 단체분리가 안된 입자들의 대부분이 이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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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회수되었기 때문이다. 

Fig. 60과 Fig. 61은 자장의 세기 20Ampere와 30Ampere 사이에서 

회수된 산물에 대한 광물감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이 산물중에 존재 

하는 광물의 대 부분은 17.5Ampere와 20Ampere 사이 에 서 회 수된 산물과 

거의 비슷한 광물의 특성을 갖고 있다. 다만 XRD 차트상에 석류석과 녹 

니석의 peak가 보다 강하게 나타나， 이들 광물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Fig. 62와 Fig. 63은 자장의 세기 30Ampere의 비자성산물로 회수된 

산물에 대한 광물감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현미경 감정 및 XRD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티탄철석은 거의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뚜렷이 

확인되지 않았던 지르콘과 각섬석으로 대부분을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장의 세기에 따라 각각 회수된 산물의 경우 각 자장의 세기에 

따라 매우 다른 광물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광물을 

확인함으로써 다음 처리공정의 선정과 처리방법에 필요한 각종 해결방안 

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Fig. 64와 Fig. 66은 자력선별 실험에서 티탄철석과 동시에 회수된 

자류철석에 대한 현미경 및 XRD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대부분이 

티탄철석과 자류철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외의 자철 

석과 녹니석 그리고 각섬석 등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XRD 차트 

상에는 뚜렷이 확인이 안되는 소량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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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Microscope Analysis on Mag. Minerals Produced by 

Magnetic Separation(10Ampere Mag.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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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X -ray Diffraction of Mag. Minerals Produced by 

Magnetic Separation (lOAmpere Mag.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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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Microscope Analysis on I1menite Cencentrate Produced by 

Magnetic Separation(lü-17.5Ampere Mag.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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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Microscope Analysis on Minerals Produced by Magnetic 

Separation(17.5-20Ampere Mag.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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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0. Microscope Analysis on Minerals Produced by Magnetic 

Separation(20-30Ampere Mag.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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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 X -ray Diffraction of Minera1s Produced by Magnetic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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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 Microscope Analysis on Non-Mag. Minerals Produced 

by Magnetic Separation(30Ampere Mag.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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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중 및 정전선별 병용질험 

본 실험의 목적은 비중선별 실험에서 회수된 티탄철석 정광산물을 고 

순도 제련용 정제산물로 생산하기 위하여 비중선별 이후 정전선별법을 

병용할 때， 이들의 처리공정이 제련용 정제 티탄철석을 생산할 수 있는 

지를 규명하고， 또한 본 연구에서 수행된 다른 처리법들과 비교검토 하 

여 최적 처리공정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Fig. 64와 Table 41은 비중선별 실험의 최적 실험조건에서 얻은 티 

탄철석 정광을， 전류의 세기를 14 Voltage에서 30 Voltage 까지 변화하 

며 정전선별 실험을 수행한 실험결과로써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48mesh 입도에서 얻은 Ti02 품위 41.25% 인 비중선별 정광 시료이다. 정 

전선별기의 전류의 세기변화에 따른 실험결과 전류의 세기가 증가할 수 

록 Ti02 회수율과 산출율은 증가하나 Ti02 품위는 일정 전류의 세기보 

다 커지면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 14 Voltage에 서 Ti02 회 수율과 산출율 이 각각 80.43%와 68.34% 

로 가장 낮지만 전류의 세기 22 Voltage에서는 각각 89.10%와 76.21%로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큰 30 Voltage에서는 회수율 

과 산출율이 각각 91.01%와 81.17%로 가장 높다. 반면 전류의 세기에 

따른 티탄철석 정광의 Ti02 품위는 14 Voltage와 22 Voltage에서는 각 

각 48.55%와 48.23%로 큰 변화가 없지만， 전류의 세기가 이보다 증가되 

면 미미하게 감소되어 전류의 세기 30 Voltage에서는 46.25%로 감소하 

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전류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Ti02 회수율은 증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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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광물 입자들과 전도성이 이유는， 단체분리가 안된 품위가 감소하는 

때문이 회수되었기 정광으로 티탄철석 증가하므로 세기가 전류의 

티탄철석만이 회수 큰 전도성이 비교적 즉， 약한 전류의 세기에서는 다. 

낮으며， 많아 회수율은 손실이 높으나 티탄철석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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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류의 세기 22 Voltage 까지는 TiOz 품위의 감소없이 회수 

율이 크게 증가하지만， 이보다 전류의 세기가 더 증가하면 뚜렷한 회수 

율의 증가없이 TiOz 품위만 감소되어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의 경우 전류의 세기 22 Voltage가 선별효 

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때의 TiOz 품위와 회수율은 각각 

48.23%와 89.10% 이며 그리고 건식 자력선별과 비중선별에서 손실된 티 

탄철석을 계산하면 전체 TiOz 회수율 약 47.61% 이다. 

Table 41. Result of Electrostatic Separation by varying 

the Electrostatic Voltage 

Chemica1 Total Voltage Yield Components(%) Recovery 
Recovery 

(kV) (wt.%) 
TiOz(%) Fe(%) of TiOz(%) of TiOz(%) 

14 68.34 48.55 34.61 80.43 42.97 

18 72.89 48.24 34.34 85.24 45.54 

22 76.21 48.23 34.26 89.10 47.61 

26 79.06 47.24 34.50 90.54 48.37 

30 81.17 46.25 34.49 91.01 48.63 

Fig. 65와 Table 42는 정전선별 실험에서 screen length의 변화가 

TiOz 품위와 회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 screen length를 

3에서 9까지 변화하며 실험한 결과이다. Screen length는 전류장 내로 

투입된 시료를 전류장의 거리에 따라 이동시킬 수 있는 기계적인 실험변 

수이다. 즉， screen length 값이 작아지면 전류장에 가까운 지점까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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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이동될 수 있도록 screen 하부가 닫히게 되고 이와반대로 screen 

length 값이 커지 면 screen 부분이 많이 열려， screen length 값이 시료 

의 특성에 따라 정광산물의 품위와 회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다. 

Fig. 65와 Table 42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결과 screen length 값이 

증가하면 티탄철석 정광의 회수율은 감소하나 품위는 다소 증가하게 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실험 변수가 Ti02 품위와 회수율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 screen length 값이 3일 때 Ti02 

회 수율과 산출율이 각각 90.52%와 77.61%로 가장 높지 만 screen length 

값이 증가하면서 점차 감소하여 screen length 5에서는 Ti02 회수율과 

산출율이 각각 89.10%와 74.61%로 screen length 3보다 각각 1.42%와 

1.40% 정 도 감소 되 었으며， screen length 9에서 는 각각 86.01%와 

72.93%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screen length 값의 변화 

에 따른 Ti02 품위는 screen length 값이 가장 작은 3에서 48.11%로 가 

장 낮고， screen length 5와 9에 서 각각 48.23%와 48.65%로 증가되 었지 

만，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같이 screen length 값의 변화가 정광의 품위와 회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screen length 값이 커지면 급광된 시료의 정체시간 

(retention time) 이 짧아져 전기장의 영향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티탄철석의 일부가 비전도성 광물과 같이 처 

리되어 손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체분리가 잘된 비교적 순수한 광물 

만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 Ti02 회수율은 다소 감소하나 품위는 증가하 

-149 



투입된 선별대로 작아지면 값이 screen length 반대로 이와 것이다. '--'--

처리되기 이동되어 가깝에 더욱 전류장에 길어지고 정체시간이 시료의 

호
 
」맥석광물의 입자와 일부 않된 증가하나 단체분리가 때문에 회수율은 

실험결과 정광의 효ε 
'-것이다. 는

 
되
 

감소하게 는
 

이
 꺼
 

표
 
} d 높아져 가능성이 입 

드죠 。
걷r τ: 가장 5가 값은 경 우 screen length 할 고려 품위와 회수율을 Ti02 

각각 48.23% 품위와 회수율은 

이다. 약 47.61% 

Ti02 이때의 

Ti02 회수율은 

있으며， 까‘ 
T 

전체 

알 처리조건임을 

와 89.10%이고 

100 

90 

100 

90 

80 80 

( g) 

디
니
멈
〉
 

70 

60 

YIELD 
GRADE 
RECOVERY 
TOTAL RECOVERY 

ÂÂÂÂÂ Ti02 
QQQQO TI02 
••••• Ti02 
ÂÂÂÂÂ Ti02 

70 

60 

( 

g
)〉여
 며
늑
。
 
”]

며
여
 
~ 

며
 
({ 

킥
 여
 
{] 50 o 0 

~ 용 .... 50 

N 

。
」
끽
 

r{
‘ 

40 40 

30 
11 9 7 

LENGTH 

5 

SCREEN 

3 
30 

1 

Fig. 65 Effect of Variation of Screen Length in Electrostatic Separation 

150 -



Table 42. Result of Electrostatic Separation by varying the Screen Length 

Chemical Total scr많n Yield ComIX>nents(%) Recovery 

Le멍th (wt.%) of TiOz(%) 
Recovery 

Ti02(%) Fe(%) of TiOz(%) 

3 77.61 48.11 34.75 90.52 48.36 

5 76.21 48.23 34.26 89.10 47.61 

7 74.61 48.55 34.43 87.81 46.92 

9 72.93 48.65 34.25 86.01 45.96 

Fig. 66과 Table 43은 정전선별 실험에 있어서 입도 크기가 정광산 

물의 TiOz 품위와 회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입도 크기 

에 따라 실험한 결과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비중선별 실험에서 

입도크기에 따라 회수된 각 정광 산물들로，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44와 같이 28mesh 입도와 35mesh 입도의 TiOz 품위가 각각 42.95%와 

45.27% 그리고 48mesh 와 100mesh 입도가 각각 48.23%와 48.50% 인 

시료이다. 

입도크기에 따른 정전선별 실험결과 티탄철석 정광의 TiOz 품위와 

회수율은 입도가 클수록 낮고， 입도가 작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시료의 입도 28mesh에서 TiOz 회수율과 산출율이 각각 

85.27%와 71.37%로 가장 낮지만 48mesh 입도에서는 89.10%와 76.21% 

로 각각 3.83%와 4.84% 정도 증가 되었으며 입도가 가장 작은 100mesh 

입도에서는 TiOz 회수율과 산출율이 각각 90.22%와 9.30%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입도 크기에 따른 정광의 TiOz 품위도 28mesh 입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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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Result of Electrostatic Separation by varying the Particle Size. 

Chemical 
Total 많ticle Size Yield Components(%) Recovery 

(-rre양ü (wt.%) of TiOz(%) 
Recovery 

TiOz(%) Fe(%) of TiOz(%) 

28 71.37 42.95 34.71 85.27 38.47 

35 72.14 45.낀 34.35 87.96 49.52 

48 76.21 48.23 34.26 89.10 47.61 

65 79.30 48.35 34.55 90.11 43.33 

100 80.30 48.밍 34.27 90.22 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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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5%로 가장 낮지만 입도가 작아질수록 증가하여 48mesh 입도에서는 

48.23%를 그리고 입도가 가장 작은 100mesh 입도에서는 48.50%로 가장 

높다. 

그러나 입도크기에 따른 정광의 품위와 회수율의 경우 시료의 입도가 

48mesh보다 작아지면 뚜렷한 증가없이 전체 회수율만 감소되어 효과적 

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시료의 입도 65mesh와 100mesh의 경우 

이전의 1차 자력선별과 비중선별을 거치는 동안 Ti02 회수율이 각각 

48.09%와 36.32% 밖에 되지 않아 정전선별 실험 후 전체 Ti02 회수율 

은 43.33%와 32.77% 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같이 시료의 입도크기가 정광의 품위와 회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입도가 클수록 단체분리가 안된 입자가 많아 사용된 시료의 품 

위가 낮고， 입도가 작을수록 사용된 시료의 Ti02 품위가 높아 비교적 순 

수한 티탄철석이 정전선별 실험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Table 44. Result of Gravity Separation using Shaking Table by varying 

the Particle Size of Feed 

Analysis of CONC. Product Ti02 Total Ti02 
닮ticle Size Recovery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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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mesh 16.42 35.95 32.04 48.79 45.11 

35mesh 19.84 37.13 32.17 60.88 56.30 

48mesh 16.95 41.25 33.12 57.78 53.43 

65mesh 14.79 42.55 33.59 52.01 48.æ 

100mesh 11.01 43.17 34.46 39.28 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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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중， 자력 및 정전선별 병용실험 

앞에서 설명된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비중선별과 자력선별을 

수행하여 정광의 TiOz 품위를 46 .01%까지 향상시켰다. 그러나 본 연구 

의 목표는 제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TiOz 품위 50% 이상의 정광을 

생산할 수 있는 처리공정을 개발하고자 하기 때문에， 비중 및 자력선별 

병용실험에서 얻어진 정광은 TiOz 품위가 다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력선별에서도 제거되지 않고 티탄철석 정광중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고자 정전선별법의 가 

능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정전선별기는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호주 Mineral 

Deposites Limited 사에서 제작한 실험실용 MK-4의 정전유도형 선별기 

로써， 본 선별기의 원리는 투입된 시료중 전도성 입자는 전기장 내를 통 

과하는 동안 분극이 이루어져 바깥으로 이동되지만 비전도성 입자는 그 

대로 아래도 떨어져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비중선별과 정전선별에 의해 TiOz 품위가 46.01% 인 시료를 대상 

으로 하였다. 

Fig. 67과 Table 45는 정전선별 실험에서 전류의 세기가 티탄철석 정 

광의 품위와 회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전류의 세기를 

14 Voltage에서 34 Voltage까지 변화하며 실험한 결과이다. 실험결과 전 

류의 세기 14 Voltage TiOz 회수율이 83.77%로 가장 낮지만 이때 TiOz 

품위는 50.76%로 가장 높아 전류의 세기가 TiOz 품위와 회수율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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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류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Ti02 회수율은 점차 증가하여 22 Voltage 

에서 92.01%를 그리고 34 Voltage에서는 93.99%까지 증가하지만 22 

Voltage 이상에서는 뚜렷한 회수율의 증가를 보이지 않는다. 전류의 세 

기에 따른 Ti02 품위는 이와 반대로 14 Voltage에서 50.76%로 가장 높 

지만 전류의 세기가 커질수록 감소하여 22 Voltage에서는 50.27%를 그 

리고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큰 34 Voltage에서는 48.57%까지 감소되어 ， 전 

류가 증가할수록 Ti02 회수율은 증가하나 이로 인하여 불순물의 흔입 

가능성이 높아 품위는 다소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류의 세기 22 Voltage 까지는 Ti02 품위의 큰 변화가 없고， 

또한 회수율도 이보다 큰 전류와 큰 차이가 없어 전류의 세기변화에 대 

한 실험결과 22 Voltage가 Ti02 품위와 회수율을 고려할 경우 가장 선 

별효율이 높은 실험조건임을 알 수 있다. 최적실험 조건인 전류의 세기 

22 Voltage에서 얻어진 정광의 Ti02 품위와 회수율은 각각 50.27%와 

92.01%를 나타내어， 정전선별에 의해 비교적 좋은 티타늄 정광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중선별과 자력선별에서 손실된 Ti02 양 

을 계산하면 실제 전체 Ti02 회수율은 44.75% 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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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7 Effect of Variation of Voltage in Electrostatic Separation 

varymg Separation by Table 45. Result of Electrostatic 

Voltage 

Chemical Total Voltage Yield Components(%) Recovery 
Recovery 

(kV) (wt.%) TiOz(%) Fe(%) of TiOz(%) of TiOz(%) 

14 75.93 50.76 35.89 83.77 40.74 

18 81 .45 50.55 35.87 89.49 43.52 

22 84.21 50.27 35.25 92.01 44.74 

26 86.74 49.55 35.28 93.42 45.43 

30 87.60 49.25 35.25 93.77 45.60 

34 89.04 48.57 35.24 93.99 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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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과 Table 46은 본 정 전 선 별 기 의 기 계 적 인 특성 인 screen length 

변화가 Ti02 품위와 회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 screen 

length를 3에서 9까지 변화하며 실험 한 결과이 다. Screen length는 전류 

장 내로 투입된 시료중 전기적 성질이 없어 바로 밑으로 통과되는 시료 

를 회수하는 장소 위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screen length 값이 작아 

지면 시료의 투입 지점으로부터 이 부분이 좁아져 전기장과 가까이 시료 

가 이동될 수 있고 이 값이 커지면 이 부분이 넓어지면 전기장과 보다 

멀리서 선별이 이루어지게 되어있어， 정광의 품위와 회수율에 영향을 미 

치게 되는 것이다. 

실험결과 screen length 값이 가장 작은 3일 때 Ti02 회수율은 

93.44%로 가장 높고 이 보다 screen length 값이 커 지 면 점 차 감소되 어 

screen length 5에 서 는 92.01%를 그 리 고 screen length 9에 서 는 87.59% 

를 나타내지만， screen length 5까지는 비교적 회수율의 감소가 크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Screen length 변화에 따른 정광의 Ti02 품위는 회수 

율과는 반대로 screen length 3에서 49.75%로 가장 낮지만 screen 

length 값이 커지면서 점차 증가하여 screen length 5에서는 50.27%를 

그리고 screen length 9에서는 50.79%로 증가한다. 그러나 screen length 

값의 변화에 따라 Ti02 품위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screen length 5 이상에서는 Ti02 품위의 변화가 0.5%도 안되어 screen 

length 값을 5 이상으로 하면 품위의 향상 없이 회수율만 감소되어 효과 

적이지 못함을 알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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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 Effect of Variation of Screen Length in Electrostatic Separation 

Table 46. Result of Electrostatic Separation by varying the Screen Length 

Chemical Total Screen Yield Components(%) Recovery 

Length (wt.%) of Ti02(%) 
Recovery 

Ti02(%) Fe(%) of Ti02(%) 

3 86.42 49.75 35.44 93.44 45.44 

5 84.21 50.27 35.25 92.01 44.74 

7 82.15 50.47 35.31 90.11 43.82 

9 79.35 50.79 35.27 87.59 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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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screen length 값의 변화가 정광의 품위와 회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screen length 값이 커지면 급광된 시료의 정체시간 

(retention tirne) 이 짧아져 전기장의 영향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티탄철석의 일부가 비전도성 광물과 같이 처 

리되어 손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체분리가 잘된 비교적 순수한 광물 

만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 TiOz 회수율은 다소 감소하나 품위는 증가하 

는 것이다. 이와반대로 screen length 값이 작아지면 선별대로 투입된 시 

료의 정체시간이 길어지고 전류장에 더욱 가깝게 이동되어 처리되기 때 

문에 회수율은 증가하나 단체분리가 안된 입자와 일부 맥석 광물의 혼입 

가능성이 높아져 품위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본 실험결과 정광의 

TiOz 품위와 회수율을 고려 할 경우 screen length 값은 5가 가장 좋은 

처리 조건임을 알 수 있다. 

Fig. 69와 Table 47은 시료의 급광속도(feed velocity)가 정전선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feed velocity를 4에서 10까지 변화하며 

실험한 결과이다. 본 정전선별기는 급광장치는 시료의 투입 속도를 조절 

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는데， feed velocity 값이 커지면 급광지점이 선 

별대로부터 경사지게 멀어져 투입되는 시료의 속도가 빨라지고 이와 반 

대로 feed velocity 값이 작아지면 시료의 급광지점이 선별대 바로 앞으 

로 위치하게 되어 정광의 품위와 회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 험 결과 시 료의 feed velocity 값이 커 지 면 정 광산물의 TiOz 품위 와 

회수율이 모두 증가하여 일반선별 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 일반 

적으로 정광 산물의 회수율이 증가하면 단체분리가 안된 입자와 맥석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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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흔입 가능성이 높아져 품위는 감소하게 되나， 본 실험은 이와 반대 

로 정광의 품위와 회수율이 모두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즉， feed 

velocity 4에서 정광의 Ti02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48.29%와 87.45%로 

가장 낮지만 feed velocity 값이 커질수록 증가하여 feed velocity 8에서는 

정 광의 Ti02 품위 와 회 수율이 각각 50.27%와 92.01%를 그리 고 feed 

velocity 10에서는 정광의 Ti02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50.21%와 92.57% 

로 증가되어， feed velocity 4보다 Ti02 품위와 회수율이 2%에서 5% 정 

도 더 높다. 

이와같이 feed velocity 값이 커지면서 정광산물의 Ti02 품위와 회수 

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투입되는 시료가 빠르게 전류장내로 이동하게 되 

면 전류장 내에서의 정체시간이 증가하고 또한 전류장의 영향을 보다 효 

과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feed velocity 값이 작아지면 전 

류장 내로 이동되는 시료의 속도가 느려져 시료가 전류장 까지 이동되지 

못하고 바로 아래 비전도성 광물의 회수대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Feed velocity 변화실험 결과 feed velocity 8과 10 모두 효과 

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실험조건 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feed 

velocity 8을 최적 실험조건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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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9 Effect of Variation of Feed Velocity in Electrostatic Separation 

Table 47. Result of Electrostatic Separation by varγing the Feed Velocity 

Chemical 
Total Feed Yield Components(%) Recovery 

V머ocity (wt.%) of Ti02(%) 
Recovery 

Ti02( %) Fe(%) of Ti02(%) 

4 83.32 48.29 35.19 87.45 42.53 

6 83.34 49.75 35.24 90.11 43.82 

8 84.21 50.27 35.25 92.01 44.74 

10 84.83 50.21 35.30 92.57 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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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0과 Table 48은 시료의 급광량이 정전선별 결과에 미치는 영 

향을 관찰한 것으로， 본 실험장치는 처리용량이 작은 실험실용이라 시료 

의 급광량을 30g/min.에서 110g/ min. 까지 변화하며 실험하였다. 일반적 

으로 시료의 급광량은 처리용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정광의 품위 

와 회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료의 급광량을 높이면 

그만큼 처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현장 적용시 처리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실험변수가 된다. 

본 정전선별기를 이용한 시료의 급광량 변화실험 결과 시료의 급광량 

이 가장 적은 30g/min.에서 정광의 Ti02 품위와 회수율은 각각 50.36%와 

92.78%로 가장 높고 시료의 급광량이 많아지면 점차 감소하여 시료의 

급광량 70g/min.에서는 Ti02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50.27%와 92.01%를 

그리고 시료의 급광량이 가장 많은 110g/min.에서는 정광의 Ti02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48.45%와 87.12%로 시료의 급광량이 증가하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료의 급광량 30g/min.에서 70g/ min. 까지는 정광의 Ti02 품 

위와 회수율의 감소가 0.5%로 매우 적어， 시료의 급광량 70g/ min. 까지는 

정광의 품위와 회수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 

보다 시료의 급광량이 많아지면 정광의 품위와 회수율이 모두 감소하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적 시료의 급광량을 70g/min.으로 

하였다. 이와같이 시료의 급광량이 적정 이상 많아지면 정광의 품위와 회 

수율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본 장치의 처리용량 한계로 시 

료의 급광량을 70g/min.보다 많게 하면 선별대 내에 과밀한 시료에 의해 

선별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선별효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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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0 Effect of Variation of Feed Rate in Electrostatic Separation 

Table 48. Result of Electrostatic Separation by varying the Feed Rate 

Chernical Total Feed Rate Yield Components(%) Recovery 

(g!min (wt.%) of TiOz(%) 
Recovery 

TiOz(%) Fe(%) of TiOz( %) 

30 84.77 50.36 35.29 92.78 45.12 

50 84.52 50.35 35.31 92.49 44.98 

70 84.21 50.27 35.25 92.01 44.74 

90 84.56 49.37 35.31 90.74 44.13 

110 82.73 48.45 35.27 87.12 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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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선별은 일반적으로 1회의 처리에서 목적한 광물을 충분히 회수 

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광 산물로 처리된 산물을 재차 정전선별 장치로 

통과하여 회수율을 높이게 되는데， 이때 정광산물의 품위를 고려하여 처 

리 횟수를 결정하게 된다. 

Fig. 71과 Table 49는 정전선별 실험에서 티탄철석의 회수율을 높이 

기 위하여， 처리횟수를 1회에서 4회까지 수행한 실험결과이다. 실험결과 

1회에서 4회까지 회수된 정광의 Ti02 품위는 1회에서 50.51%로 가장 높 

지만 4회에서도 48.20%로 비교적 높아， 1회에서 4회까지 처리한 정광을 

합하여도 누적 Ti02 품위가 50.27%나 되어 이들 모두를 정광으로 회수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처리 횟수별 Ti02 회수율은 1회 처리에서 66.00%가 회수되고 2 

회 처리에서 17.95%가 회수되어 2회까지의 처리시 약 83.95%를 얻을 

수 있으며， 이때 정광의 품위는 50.40% 이다. 또한 3회까지 처리하여 회 

수하여도 Ti02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50.33%와 89.42%로， 정광의 품위 

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정광의 품위와 

회수율을 고려 할 경우 4회까지 처리하여 회수한 산물도 정광의 품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정광으로 처리하였다. 

정전선별을 수행하고 남은 비전도성의 waste 산물의 경우 Ti02 함량 

이 23.30%로 낮아 60% 이상이 티탄철석 이외의 맥석 광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산물은 노벽보호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품위를 갖추고 있어， 비중선별과 자력선별 그리고 정전산물의 일 

부를 활용할 수 있어 실제적으로 Ti02의 회수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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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와 Fig. 73은 비중선별과 자력선별을 거쳐 정전선별을 수행 

하여 회수한 TiOz 50.27% 인 최종 정광산물과， 정전선별에서 비전도성 

광물로 회수된 맥석 광물에 대한 현미경 감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현 

미경 감정결과 최종 정광내에 불순물이 관찰되지 않아 고품위 티탄철석 

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전선별에서 최종 맥석 광물로 회수된 산물의 

대부분은 Fig. 73에서 알 수 있듯이 석류석 등의 규산염 광물이다. Fig. 

74는 이들 산물에 대한 광물감정을 위한 XRD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으 

로， 대부분이 석류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섬석과 석영 그리고 티탄철석 

등이 확인 되었으나 자선실험 후 비자성 산물에서 관찰되었던 지르콘은 

보이지 않는다. 

Fig. 75와 Table 50은 본 연구기간 동안 고품위 티탄철석 정광을 생 

산할 수 있는 처리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던， 처리공정과 이들 

의 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나타낸 것이다. 

비중선벌을 단독으로 적용하여 선별실험을 수행 할 경우 전체 TiOz 

품위는 53.43%로 가장 높으나 TiOz 품위는 41.25%로 가장 낮다. 그리고 

이 방법에 의해 얻어진 정광의 TiOz 품위는 41.25% 밖에 되지 않아 제 

련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품위라 다른 처리공정의 병용수행이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중선별 후 자력선별을 병용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TiOz 품위가 41.25%에서 46.01%까지 향상되었으나， 제련용으로 사 

용하기에는 여전히 다소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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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 Effect of Variation of Passing Times in Electrostatic Separation 

Table 49. Result of Electrostatic Separation by varying the Feed 

Passing Times 

Chemical Distribution 
Passing Yield Components(%) Distribution 
(Times) (wt.%) of Ti02(%) 

of 
Ti02(%) TiÜ2(~%) Ti02(~%) 

1 60.12 50.51 50.51 66.00 66.00 

2 16.51 50.01 50.40 17.95 83.95 

3 5.11 49.29 50.33 5.47 89.42 

4 2.47 48.20 50.27 2.59 92.01 

Waste 15.79 23.30 46.01 7.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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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 Photo of the Final I1menite Concentrate Produced by 

Electrostatic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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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 Photo of the Non-conductive Minerals Produced by 

Electrostatic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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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4 X -ray Diffraction of Non-conductivity Mineral Produced by 

Electrostatic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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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품위 티탄정광을 생산 할 수 있 

는 처리 공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비중선별 후 정전선별을 수행하는 병 

용선별법과 비중선별과 자력선별을 수행한 다음 정전선별을 수행하는 처 

리공정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결과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 

다. 즉， 비중선별과 정전선별법을 채택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 TiOz 품 

위와 회수율이 각각 48.23%와 47.61% 인 결과를 얻었으며， 또한 비중선 

별과 자력선별을 수행한 다음 정전선별을 수행한 처리공정 에서는 TiOz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50.27%와 44.74% 인 결과를 얻었다. 

일반적으로 제련용이 가능한 티탄철석은 TiOz 품위가 51% 이상은 

되어야 하나， 제련방법과 Ti02 품위가 높은 정광과 혼합 사용하면 이보 

다 낮아도 된다. 따라서 비중선별과 정전선별을 병용한 처리공정과 그리 

고 비중선별， 자력선별， 정전선별을 병용한 처리공정의 정광은 제련용으 

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품위와 회수율을 고려하여 처리공정을 

결정하여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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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5 Comparison of Concentrating Effect by Variation of Separating 
Method 

Table 50. Comparison of Grade and Recovery of I1menite Concentrate 

by Separating Methods 

αlemical Components(%) Recovery Total 
Proces돼19 Recov2e(r%y 

Ti02(%) Fe(%) 
of Ti02(%) of Ti02(%) 

Gravity Separation 41 .25 33.12 57.78 53.43 

Gravity & Magnetic 46.01 34.25 91.02 48.63 Separation 

Gravity & Electrostatic 48.23 34.26 89.10 47.61 Separation 

Gravity, Magnetic and 50.27 35.25 92.01 44.74 Electrostatic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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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 정제 산물의 활용 가능성 검토 

본 연구기간동안 개발한 처리공정에서 생산된 티탄철석 정광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TiOz 50.27%인 정광을 한국티타늄(주)에 의 

뢰하여 제련용으로의 활용이 가능한가를 실험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 

는 Table 51과 같다. 

Table 5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I1menite Concentrate 

Components (%) Standard Grade Grade of Remarks (%) Concentrate(% ) 

1 Ti02 53 .5 50.27 

2 a -Ti02 51.0 49.27 . Active Ti~ cotent 

3 FeO 25.28 43.25 
is slightly low, but 

impurty components 
4 Fe203 12.15 3.15 contains very few. 

5 P20s 0.2 0.05 
. The ilmenite 

6 V20S 0.15 0.14 concentrate is 

7 MnO 3.0 0.41 resonable for Ti 

re바따19 if improving 
8 CrÜ3 0.04 0.01 the refuúng te감moly 

9 Si~ 0.82 

10 PbO 0.06 

11 MgO 0.07 

12 Ab03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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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Table 51에서 알 수 있듯이 정광의 활성 TiOz 함량이 

49.27%로 목표치 5l.00% 보다는 l.73% 정 도 낮으냐， 이 보다 TiOz 함량 

이 높은 품위와 혼합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실제 TiOz 품위가 48% 정도인 티탄철석이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고， 외국의 경우도 제련기술의 개선 및 흔합사용으로 이 정도의 품위 

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외 이산화 티탄 백분 제조시 엄격히 규제하는 미량원소들이 모두 

규제치 내에 있어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시료중에는 이 

산화 티탄 백분 제조시 발생의 원인이 되어 가장 문제시하는 V Z0 5 성분 

과 Cr03 성분이 적어 사용이 사용이 희망적이다. 

Table 52는 금년도 티탄철석 정제공정에서 얻은 각 산물들을 종합 

평가하기 위하여， 각 산물별 품위와 산출율 그리고 활용 가능성 있는 용 

도등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최종결과에서 얻은 티탄철석 정광의 품위 

와 회수율은 각각 50.27%와 44.8% 이며 전체 중량의 8.29%를 이루고 있 

다. 최종 정광산물에 대한 제련용 가능성 실험결과 활성티탄의 품위가 약 

간 낮으나， 모든 성분이 허용 규제치 내에 있어 우수성을 입증 하였다. 

처리공정에서 중광물로 회수된 산물의 Ti02 품위와 회수율도 각각 

19.00%와 22.00%를 나타내어， 이 산물은 용광로의 노벽 보호제로의 이용 

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전체중량의 10.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광산물과 중광물을 제련용과 노벽보호제의 각각 다른 용도 

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TiOz 회수율과 

중량비는 각각 66.80%와 2l.09%에 이른다. 그리고 처리공정에서 광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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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된 산물의 TiOz 품위와 회수율은 각각 3.61%와 33.20%로， 손실되는 

Ti02 함량은 33.20% 밖에 되지 않으나， 중량비가 전체의 80.91%를 이루 

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연구도 수행하였다. 특히， 한라시멘트(주)에 의뢰 

하여 실험한 결과 시멘트의 부원료로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외 저팽창성 세락믹 소재 및 다공성 경량골재 등으로의 이용 연구를 수 

행중에 있다. 

Fig. 76은 하동지역에 대량 매장되어 있는 티탄철석의 이용을 위한 종 

합적인 개발 계획도를 나타낸 것이다. 티탄철석의 이용을 위한 주 목적 

은 TiOz 품위 50% 이상의 제련용을 높은 회수율로 대량 생산 할 수 있 

는 처리공정을 개발하고， 이 를 이용한 신 제련공정의 개발과 최종으로 

티탄철석을 이용한 신물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TiOz 18% 정도 

의 중광물중에 존재하고 있는 티탄철석을 정광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Table 52. Result of Separation on Ilmenite Ore 

Yield Grade(%) Recovery 
Product Use 

(w t. %) Ti02 Fe (Ti02 %) 

Concentrate 8.29 50.27 33.06 44.8 . Ti refining 

Middling 10.80 19.00 20.00 22.0 · foff￠ FdeI힘 h dea errtαinjgα1 
refractory 

. Cement 
Tailing 80.91 3.81 13.87 33.2 . Light weight 

aggregate 

Total 100 9.31 16.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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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여 정광의 회수율 향상 방안과 광미로 손실되는 티탄철석의 일 

부를 중광물로 처리하여 용광로 노벽보호제로의 활용 연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량 생산되는 광미의 이용기술을 개발하여， 국내에 부존되 

어 있는 세계 최대 매장량의 티탄철석을 개발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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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티탄철석 이외의 부산물의 이용연구 

제 1 절 광마의 시멘트 원료 이용 가능성 연구 

1. 시멘트 원료의 이론적 고찰 

시벤트는 무기질의 경화성 있는 물질로 구조재료나 접합재료로 쓰인 

다. 그 경화작용은 주로 물로 이긴 니상(ì尼狀)질에서 생기는 것으로 그 

경화기구는 건조와 수화결합의 둘로 구분된다. 건조에 의하여 경화되는 

것에는 점토류와 소석회가 있다. 점토는 콜로이드적 성질에 의하여 강도 

가 생기는 것으로 큰 강도는 기대할 수 없다. 소석회는 건조해서 새로운 

결정이 석출하기 때문에 결합되어 경화하는 것이고 또한 공기중의 탄산 

가스를 흡수하여 탄산석회로 변화하여 감에 따라 경화가 진행된다. 

수화결합에 의하여 경화하는 것에는 옛적부터 쓰이던 석고(石홉， 

gypsum). 화산재(火山재)와 석회흔합물이 있고， 근세에 와서 쓰이게 된 

포틀랜드 시벤트， 알루미나 시벤트， 마그네시아 시멘트 등이 있다. 이러 

한 여러 가지 시멘트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포틀랜트 

시멘트이고 따라서 시벤트라고 하면 포틀랜드 시벤트를 의미할 정도이 

다. 특히 포틀랜드 시멘트도 공업규격에서는 5종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l종 포틀랜드 시벤트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불리며， 이것이 가장 흔하고 또 일반적으로 시멘트라고 부르는 것이다. 

포틀랜드 시 멘트(Portland cement)는 1824년에 영국의 J. Aspdi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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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며， 이것이 수화해서 경화하는 성질은 주로 

규산 석회에 의한 것이다. 포틀랜드 시벤트는 우선 원료를 배합， 분쇄하 

고 회전가마(回轉가마， Rotary kiln)에서 가열하여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 

커를 만들고 이것에 3-5%의 석고를 혼합하고， 미분쇄 해서 만든다. 따 

라서 시멘트의 경화성과 기타 특성은 이 시멘트 클링커가 좌우하게 된다.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커의 광물조직은 다음의 세 가지가 중요 부분으로 

되어 있다. 

· 알라이트(머ite， C3S):3CaO. Si02의 화학식을 갖는 결정으로 된 조직인데， 

약간의 불순성분을 고용하고 있다. 

· 벨라이트(belite， C2S):2CaO . Si02의 결정의 집합조직인데 불순물을 고용 

하고 었다. 

· 셀라이트(celite ， C4AF):4CaO. Alz03 . Fe203의 화학식으로 표시되는데 

알라이트와 벨라이트의 조직사이를 메우는 조직으로 철분이 많고 결정 

질로는 브라운 밀러라이트(brownmillerite ， C4AF)가 있고 기타 다성분계 

유리질이 교차한 조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밖에 C3A가 있는데 그 양은 많지도 않고 존재상태가 불분명 

하다. 이중에서도 시멘트의 특성을 좌우하는 것은 주로 알라이트와 벨라이 

트이다. 알라이트는 수화반응 속도가 빠르고， 수화열이 120caVg 정도로 크 

고 조기강도를 내며， 벨라이트는 이와 반대로 수화반응 속도가 느리고 수화 

발열량이 60caVg으로서 적고 강도도 서서히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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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멘트의 원료 

각종 시멘트의 일반적인 화학 성분을 Table 53에 나타내었다. Table 53 

에 서 와 같이 시 멘트의 주요 5대 화학성 분은 CaO. SiOz, Alz03, FeZ0 3 및 

MgO 이며 이 성분들이 반응하여 클링커 광물을 형성한다. 

시벤트의 제조에 펼요한 원료로는 석회석， 점토， 산화철 원료， 규석， 및 석 

고 등이 있다. 이들 원료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85wt%이상) 석회석 광산 

이 시멘트 공장의 입지를 좌우하며， 점토질 광물은 실리카 성분의 함유량이 

많은 규산질 점토류와 혈암류를 사용한다. 제철소에서 선철을 할 때에 부산 

물로서 나오는 고로 슬래그 화력발전소에서 미분탄을 연소할 때 배출되는 

fly ash 등도 점토 원료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 규석은 점토 원료 중 

실리카 함유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 보충하기 위해 사용한다. 

Table 53. Chemical Composition of Cement 

Cements SiOz Alz0 3 Fez03 CaO MgO S03 NazO KzO TiOz PZ0 5 MnO 

Portland 22.1 5.0 3.0 63.8 1.6 2.0 0.35 0.54 0.30 0.11 0.13 Cement 

CeSmlaegnt 24.0 7.4 2.3 57.9 2.9 2.3 0.24 0.28 0.46 0.04 0.28 

Silica 20.1 4.3 2.8 59.7 1.2 1.8 0.43 0.56 0.23 0.10 0.06 Cement 

FCleym aesnht 21.1 5.3 2.9 59.9 1.1 1.7 

-178 -



또한 산화철 원료는 점토 원료 중 산화철의 함유량이 부족할 때 사용하 

고 주로 철광석을 이용하며 제철 및 제련과정의 산업 부산물을 이용하기 

도 한다. 

시벤트 제조시 흔합하는 석고는 배연 탈황， 인산제조， 티탄 정련 등의 

부산물로서 화학적으로 제조된 석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며 

천연석고를 태국， 호주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었다. 원칙 

적으로는 포틀랜드 시벤트의 원료로는 석회석， 점토， 연규석 및 철광이라 

고 할 수 있는데 협잡광물의 존재에 따라서 그 중 몇 가지가 없을 수도 

있다. 주성분을 공급하기 위한 원료와 시벤트 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석회질 원료 

석회질 원료는 시멘트 클링커 중에 산화칼습(CaO)을 공급하는 원료이 

다. CaO는 클링커를 구성하는 4개의 주요광물(C3S ， C2S, C3A 및 C4AF) 

에 전부 포함되어 었다. 따라서 이 원료는 각종 시벤트 원료 중에서도 가 

장 중요한 원료이다. 

석회석은 천연산 탄산칼슐에 대한 총칭으로서 광물학적으로 방해석에 

속하며， 그 중 보통 백색 결정을 이루고 외관이 조립질 결정으로 된 것을 

암석학적으로 대리석 (Marble)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 석회석은 지질시대 

로 보아 oldvisian기 또는 cambrian기에 속하는 석회석 광상이 두꺼운 지 

질을 형성하고 있다. 강원도 충북을 중심으로 거의 전국에 널리 분포되 

어 있으며 좋은 품질의 것도 많고 매장량도 매우 많다. 

석회석의 이론 화학 조성은 CaO 56%, CO2 44%이며 보통 고용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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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C03, FeC03 등을 함유하며 점토를 수반할 때도 있다. 물론 점토를 수 

반할 경우에는 Si02. Alz03. Fe203 등이 불순 성분으로 들어옹다. 이와 같 

이 석회석의 불순물 조성은 일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Si02, Alz03 및 

MgO가 불순물의 주성분이다. 이 세 성분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MgO로서， 시멘트 중의 MgO가 5%를 념으면 장기 강도가 저하하며， 또 

한 시멘트가 수화(hydrate)할 때 서서히 수화하여 이상 팽창에 의한 균열 

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MgO 함량 허용치 및 규격은 4-

6% 수준이며， 한국공업규격 (KS)에서도 포틀랜드 시벤트의 MgO를 5% 

이하로 정하고 있다. 석회석 중의 Si02 및 Al203는 클링커 광물의 구성성 

분이므로 함유량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석회석의 자원 

사정이 악화되어 비교적 다량의 Si02 및 Alz03를 함유한 석회석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원료 조합상의 어려웅 때문에 함유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Alz037} 적고 Si02가 많은 석회석은 사용 점토의 SiO:JAlz03 

비에 따라 보오크사이트(bauxite)와 같은 알루미나질 원료를 사용하여야 

만 한다. 그러나 보오크사이트(bauxite)와 같은 알루미나질 원료는 고가 

이므로 실용화에는 문제가 있다. 

한펀， 석회석 중의 Si02가 Al203에 비하여 땅은 경우에는 점토질 원료로 

SiO:JAlz03 비가 낮은 고로 슬래그 등을 사용하면 원료조합이 가능하다. 

나. 점토질 원료 

시멘트의 CaO-Si02-Alz03-Fe203 네 가지 성분 중 염기성 성분은 앞 

서 기술한 석회석에서 구하고 산성 성분인 Si02, Alz03, Fe203는 점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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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에서 구한다. 석회석은 양질의 부존자원에 의존하지만 점토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시벤트의 조성 및 품질 면에서 점토가 차지 

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점토질 원은 시벤트 공업에서 상당히 중요 

하다. 

시멘트 제조상 석회석의 순도에 따라 이것에 배합하는 점토의 성분은 

자연히 정해지는데 우선 순도 95%의 석회석을 사용할 때를 생각한다면 

점토 속의 Si02는 60-70% 정도가 바람직하다. 실제상 규석 혹은 산화철 

등을 동시에 사용해서 부족 성분을 조정하면 웬만큼 광범위에 걸친 성분 

의 점토라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조정제에 의지하는 것은 최소 

한도로 그쳐야 한다. 시멘트 소성 및 품질의 우열은 점토원료의 화학성분 

과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 좌우되므로 점토의 성질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 

다. 일반적으로 Si02 성분이 높고 Fe203 성분도 풍부하며 MgO , 알칼리 

성분이 적고 입자는 매우 작아서 분쇄하기 쉬운 것이 좋으며 동시에 매 

장량도 많고 품질도 균질한 것이 좋다. 즉， 

· 미세한 점토광물이 많고 풍화도 잘 진척되고 었으며 기타의 광물은 

입자가 작고 양도 적은 것이 좋다. 

· 주성분 Si02의 형태는 미사 혹은 석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비정질로서 

존재하는 것이 좋다. 

· 부착수분이 적고 또한 미분쇄가 용이한 것을 선정한다. 

시멘트용 원료 점토의 조성은 상당히 복잡하며 주성분 광물에는 석 

영， 아교절 실리카， 장석， 운모 분해물 및 카올린， 할로사이트， 몬모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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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 등의 점토광물로 되며 특히 시벤트의 소성， 또 분쇄에 관해서 입 

도 및 양에 주의해야 한다. 석영량은 소성성에 관계하고 석영입자의 입 

도는 점토의 피분쇄성에 관계하므로 원료의 선정에는 유의해야 할 사항 

이다. 

다. 규산절 원료 

점토는 가능한 고 규산질이 좋은데 조강시벤트， 댐용 중용열 시멘트， 

저열 시멘트와 같은 고 규산질의 시벤트를 제조할 때에는 조정제로서 규 

산질 원료를 보충한다. 이것에는 규석 풍화물 규석 백토 등이 사용된다. 

특히 규석은 설리카 분이 높고 분쇄도 용이하므로 종래부터 흔히 사용되 

고 있다. 가끔 Si02 75%이상의 규사류가 사용될 때도 있으나 이것은 규 

석은 비해서 분쇄 및 소성성이 나쁘므로 피하는 편이 좋다. 

규산질 원료의 분류는 산출되는 형태에 따라 분류하며 공업적으로는 

규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괴상의 것을 규석， 입상의 것을 규사， 분말상의 

것을 규조토로 분류한다. 

1) 규 석 

규석은 보통 모오스 경도 7. SK 32-35 비중 2.7이다. 암석학적으로 

그 성인과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그 중 가장 대표적 

인 것은 석영이다. 광물학적으로 천연 규석은 대체로 Quartz를 주체로 

하고 있으며， 결정질， 잠정질 집합체 등 각종의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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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 사 

천연규사는 지질학상으로 잔류규사와 침적규사의 2종으로 구분한다. 

잔류규사는 화강암， 석영반암 등이 완잔히 풍화된 부분은 우수등에 의해 

씻겨져 나가고 조립의 석영만이 본래 위치에 잔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침적규사는 보다 미세하게 풍화된 석영립만이 다른 위치에 침적되어 이 

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잔류규사에 비해 침적규사는 입자가 미세하며 

점토， 운모， 장석 및 기타 유기물등을 함유하고 있을 때가 많다. 

3) 규조토 

규조토는 보통 세송질의 토상괴이며 주로 단세포 동물의 규조(diatom) 

로 형성된 것으로 미세한 원생물 방산충 등의 규산질 유해 퇴적물이다. 

규조토는 규조 자체의 사멸에 의한 퇴적물이므로 침적할 때 동반되는 불 

순물의 종류， 양에 따라 또는 규조의 구성에 따라 화학조성 및 물리적 성 

질이 다르다. 순수한 규조의 화학조성은 Si02 94% , H20 6%로서 거의 순 

수한 Si02로 되어 있으나 보통의 규조에는 불순물이 많이 흔재되어 있어 

서 무수규산 이외에 산화철， 석회， 점토， 알카리 및 기타 유기물을 비교적 

많이 함유하고 있다. 

라- 산화철 원료 

포틀랜드 시벤트 속에는 약 3-4%의 산화철을 함유한다. 석회석 및 

점토 원료 중에서 점토 분속에 다량의 철분을 함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만으로 시멘트 속의 철분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이것을 보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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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산화철 원료가 사용된다. 철분의 작용으로는 시멘트 원료의 소성 시 

에 용매 (flux)의 작용을 행하여 원료의 소성 혹은 합성을 용이하게 한다. 

시멘트 속의 철분은 MgO, Mn203 등과 더불어 시멘트 특유의 회색 (gray) 

을 부여하는 요소의 하나이므로 시벤트 색조 관리상에서도 중요한 성분 

이다. 산화철 원료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 동환(Cupper slag) 

동환은 구리정제 공장에 있어서 황철광에 석회와 규산을 흔합하고 나 

서 정련하여 구리를 추출한 뒤 남는 흑색 철재이다. 이 화학성분 및 광물 

조성은 각 제련소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동환의 주체는 유리질이 

며 조성은 철 오케르마나이트(Ca2FeSiz07 )와 철 감람석 (Fe2Si04) 인데 철 

감람석에는 고용체로서 FeCaSi04가 보통 흔합하고 있다. 

2) 황철광 소재 (Pyrite cinder) 

황산 제조시에 황화철광(FeS3)을 연소하여 아황산 가스(S03)를 만든 

다. 이때에 황화철광의 연소재가 다량 배출된다. 이것을 파이라이트 신더 

라고 하며 종래부터 시멘트 공업에서 산화철 원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것도 원 철광물에 따라 화학성분이 상당한 차이가 나며 Fe203 외에 

Si02, Ah03등을 함유하고 철분은 산화철로서 함유되어 있는데 입도가 잘 

고 철분이 풍무한 것이 좋다. 

산화철 원료의 선택에는 규산질 원료와 같이 미분쇄하기가 곤란한 점 

에 유의해야 한다. 조직적으로 철분은 미세한 결정구조를 이루고 반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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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쉬우며 또한 점토와 혼합해서 미분쇄가 용이한 것을 선정한다. 기타 

철광석(적철광， 능철광)， 적니， 사철 등도 사용될 때가 있다. Table 54와 

Table 55는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각종 원료 및 미량성분의 역할과 허용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Table 56은 각종 시멘트의 화학조성치를 

타나낸 것이다. 

Table 54 및 Table 55와 같은 학성분을 갖는 원료를 적절한 비율로 조 

합하여 흔합함으로써， Table 56과 같은 시멘트의 화학성분이 되도록 하는 

것을 “원료조합”이라 한다. 

원료조합 공정의 역할은 석회석 점토 규석 산화철 원료를 적절한 비 

율로 혼합하여 시멘트 화학 성분을 설 계 하고， 다음 공정인 소성 공정에서 

소성이 용이하도록 원료를 미분쇄하는 것이다. 

Table 54. Chemical Composition of Materials for the use of Cement 

Chemical Components(%) 
Materials 

CaO Si02 Alz03 Fe20 3 S03 CO2 

Limestone 47-55 37-43 

Clay 45-78 10-26 3-9 (30-57) (12-32) 

Silica 77-96 

Iron Oxide 40-90 

Gypsum 26-41 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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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 Speculation of Chemical Components for Cement Manufacture 

Components Permittance Remarks 

Cr20 3 0.1 -0.5 in RM 2%까지는 해가 없음. 

BaO 0.3-0.5 in clinker . 3%까지는 해가 없음. 

SrO 0.2 -0.3 in clinker ， 1%까지는 해가 없음. 

Li20 1 in RM 

M003 0.25-0.5 in clinker · 광화효과는 없으나 수화활성에 효과적임. 

V205 0.5- 1.5 in clinker · 수화활성에 효과적 이나 1%첨가시 alite 

생성속도 저하 

C0203 0.25-1 in clinker ·효과는 미지수 

Ni203 0.25-1 in clinker ， 3%까지는 수화활동을 개선 

CuO 1-3 in clinker · 기본적으로 수화활성 증진 

· 소성시 액상의 성질을 개선 

， 5%이하 첨가시는 해가 없음. 

ZnO/ ZnS O.5g eqv/ 100g of RM ·광화효과 

CdO up to 3 in clinker · 광화효과가 있으며 사용 한계는 

5%로 보고됨 . 

B203 up to 1 in RM . B에3의 C2S내 용해도는 4%이며 C3S생성 

방해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La203 한계가 없음 ·수화활성을 개선 

Ce02 0.5 in RM · 액상의 성질을 개선 

， 1%까지는 수화활성을 개선 

.4%까지는 해가 없음. 

F up to 1 ·광화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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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6. Chemical Composition of Cements 

Cements CaO Si02 A120 3 Fe20 3 S03 Remarks 

Ordinary 
63-65 20-23 3.8-5.8 2.5-3.6 1.5-2.3 

Pαtland Cerrent 
CérrrrJt is subjtd.ffl 

Sp:rial POπland 
1:0 containing sma11 

Cement 
64-66 20-22 4.0-5.2 2.3-3.3 2.5-3.3 armunt of MgO, 

N광)， K녕)， l\tJnO, 

PzO; 
Slag Cement 63-65 24-27 7.0-9.5 1.6-2.5 1.2-2.6 

3. 시멘트 부원료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 

시멘트 제조용 원료로서의 사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티탄철석 

광미의 기본 물성과 이들 광미를 이용 철광석 대용으로 제조한 raw mlX 

의 원료 배합비를 파악하여 시멘트 부원료로의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가- 원료특징 

티탄철석 광미의 화학분석 결과를 Table 57에 나타내었다. 광미 중의 

Si02의 함량은 높으나， 슬래그 류에 비해 CaO의 양이 매우 적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인 점토질 원료에 포함되어 있는 Ti02의 함량 

보다 티탄철석 광미에 포함되어 있는 Ti02의 함량이 10.33%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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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7. Chemica1 Composition of Tailing Waste In Treatment Process 

(unit : wt%) 

Product Si02 Ah03 Fez03 CaO MgO S03 Na20 K20 Ti02 P205 MnO 

Tailing 39.86 1.34 2.9 11.88 1.59 0.16 0.69 0.28 10.33 

나- 배합비 검토 결과 

한라시멘트 옥계공장을 방문하여 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배합비를 

검토하였다. 원료배합은 한라시멘트 옥계공장에서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생산라인의 원료배합 중 산화철 원료를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앞의 원료특성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티탄 철석 광미 

를 부원료로 사용하게 되면， Si02량이 비교적 높아 상대적으로 조정제로 

쓰이는 규석의 투입량이 줄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Table 57에 나 

타난 SiOz 함량보다도， 석회석 및 티탄철석 광미에서의 Si02 함량이 증가 

하면 배합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이 밝혀졌다. 결국 Table 57의 성분을 가 

지는 티탄철석 광미를 사용한 원료 배합을 고려한 결과 Table 58과 같은 

배합비로 티탄철석 광미를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그러나， 티탄광석을 사용하여 제조된 시멘트의 물리 · 화학적인 특 

성이 검토된 후 사용가능성이 최종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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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8. Blending Ratio of Tailing for Cement Manufacture 

llmenite 
Material Limestone Shale Silica 

Tailing 

Blending 
92.40 4 .31 0.58 2.72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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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모암 회장석을 이용한 기능성 세라믹스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1. 회장석의 광물학적 특징 

장석질 광물은 화성암의 약 60%를 구성하고 있는， 대량으로 산출되는 

조암광물(造嚴鍵物)로서 칼리 장석， 소다 장석， 석회 장석， 바륨 장석으로 

대별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칼리 장석과 소다 장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 

고， 또 순수한 것보다는 혼합 또는 고용되어서 산출되고 있다. 

장석류의 대표적 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장석(正長石， orthoclase)은 

화학식이 K20 . Ah03 . 6Si02이지만 순수한 칼리장석인 경우는 매우 드물 

고， K의 일부가 Na로 치환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때로는 Na쪽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장석을 소다장석이라고 부른다. 

소다만으로 되어 있는 장석은 조장석(暫長石， albite)이라고 하며， 화 

학식 은 N a20 . Ah03 . 6Si02이 다. 이 장석 은 석 회 장석 (石까長石， 次長石，

anorthite) 즉 화학식 이 CaO . Ah03 . 2Si02인 장석 과 연 속 고용체 를 이 루 

고 있다. 이 연속 고용체는 사장석(사장석， plagioclase)이라고 불리며 조 

암광물로서 중요한 것의 하나이다. 

세라믹스에서 융제로 쓰이는 것의 대부분은 칼리장석과 소다장석이었 

으며 석회장석은 거의 쓰이지 않았는데 근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도자기의 신속소성이 유행하고 성공함에 따라서 석회장석의 활용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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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암 회장석의 용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가. 원료 광물의 

1) 시료의 특성 

토~Ai 
-, c그 및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티탄철석과 함께 산출되고 있는 모암 회장석을 대상 시 

료로 하였다. 먼저 괴상의 원광을 죠 크닷셔 (5“ x 6" , Denver, U.S.A)를 

사용하여 1차 파쇄한 후， 다른 죠 크닷셔를 사용하여 2차 파쇄를 하고. 

편섬 축을 이용한 압착 메카니즘을 이용하는 콘 크릿셔를 사용하여 3차 

파쇄하였다. 이와 같이 3차 파쇄한 시료를 다시 펄버라이져를 사용， 

28mesh 이하로 분쇄하였다. 

원광의 광물조성 및 화학성분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말 X선 회절 분석 

및 X선 형광 분석을 행하였다. 원광에 대한 분말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Fig. 77에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로부터 회장석과 석영이 주 구성광물임 

을 알 수 있었다. 

다음 Table 59는 펄버라이져 분쇄산물의 체가름 실험 결과와 각 산물 

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이다. Table 59에 나타난 결과로부터 시료 중에는 

CaO, Alz03 및 Si02가 주성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CaO와 

FeZ03를 제외한 다른 성분들은 입도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Fe203 성분은 입도가 작아질수록 함량이 

약간 높아지는 반면 CaO는 입도가 작아질수록 함량이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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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9. Result of Sieve Test on Feed Material 

Fracture Yield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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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3.0 48.33 28.39 0.90 17.60 0.41 0.37 2.88 0.13 0.97 

-20+28 6.8 48.37 28.45 0.80 17.49 0.37 0.37 2.96 0.14 1.06 

-28+35 16.2 48.40 28.47 0.78 17.40 0.38 0.36 3.01 0.14 1.08 

-35+48 15.4 48.44 28.61 0.77 17.31 0.37 0.35 3.00 0.15 1.04 

-48+65 14.4 48.48 28.68 0.77 17.29 0.36 0.33 3.09 0.14 0.90 

-65+100 7.6 48.34 28.61 0.82 17.31 0.36 0.33 3.05 0.14 1.07 

-100+150 6.8 48.35 28.63 0.88 17.26 0.40 0.33 3.05 0.13 1.01 

-150+200 4.6 48.35 28.54 0.98 17.20 0.42 0.32 3.05 0.14 1.03 

-200+325 6.4 48.32 28.39 1.22 17.00 0.51 0.31 3.04 0.15 1.10 

-325+400 1.8 48.10 28.09 1.60 16.92 0.63 0.32 2.99 0.21 1.17 

-400 17.0 47.80 27.71 1.99 16.37 0.91 0.51 2.79 0.21 1.74 

Total 100.00 48.16 28.36 1.04 17.13 0.48 0.37 3.00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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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능성 세라믹스 원료로서의 이용 가능성 검토 

상기 화학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암 회장석은 48 .16% Si02, 

28.36% Alz03 및 17 ，13%의 CaO를 주성 분으로 갖고 있는 광물 이 다. 상기 

결과는 이 회장석을 기능성 세라믹스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 

성분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기초 연구에서는 

이 세가지 성분 중 특히 Si02 와 Alz03를 주성분으로 하는 저열팽창성 

재료인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세라믹스 원료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 

려 하였다. 

다. 저열팽창 쩨료의 종류 및 특성 

저 열 팽 창 재 료 에 는 MAS(Magnesium Alumino Silicate:Cordierite), 

LAS(Lithium Alumino Silicate Spodumen , Eucryptite) , AS(Alumino 

Silicate Aluminum Kietite) , A T(Alumino titanate)등이 있으며 이들은 

열팽창성이 낮으므로 열충격에 강하여 내열충격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사 

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담체를 비롯하여 

세라믹 가스터빈의 하우징 및 열 교환재로 이용되고 있다. 

1) MAS(Magnesium Alumino Silicate:Cordierite) 

코디어라이트의 화학식은 2MgO . 2Alz03 . 5Si02로 MgO 13.7% , 

Alz03 34.9% , Si02 51.4%의 이 론조성 을 가지 고 있으며 , 고온형 인 Q 형 (육 

방정계) , 저온형인 a 형(사방정계)， 준안정상인 μ 형등 3종의 동질다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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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알려져 있다. 

Q 형은 대부분 고온에서 합성되고 ， ß 형은 대부분이 자연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알칼리 금속등 소량의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다. 코디어라이트의 

낮은 열팽창성은 그 결정구조에서 a축과 b축 방향은 팽창(2.5 X 1O-6;oC) 

하고 C축 방향은 수축(-0.9 X 1O- 6;oC)을 일으키는 이방성을 가지고 있으 

므로 전체적으로 열팽창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코디어라이트는 다른 특수 세라믹스 재료에 비하여 열팽창이 작으므 

로 우수한 내열 충격성이 있으나 기계적 강도는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러 

므로 코디어라이트의 치밀화와 기계적 강도 향상을 위한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진 결과 Y203, Ce02, Ti02, ZnO. Ah03' Ti02등은 치밀화에 효과적 

이며 BaO, Mullite등을 첨가하면 내식성， 전기적 특성 및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코디어라이트 세라믹스는 급열 급랭등 열충격을 받는 내열 식기， 전기 

공업용의 내열 충격성 재료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자동차용 배기 

가스 정화용 촉매담체로서 저 열팽창이며 다공질인 코디어라이트 허니컴， 

열교환 재료， 용융 금속 필터， 각종 기판 등에 사용되고 있다. 

2) LAS(Lithium Alumino Silicate :Spodumen , Eucryptite) 

LAS계 광물중 천연으로 산출되는 것은 유크립타이트(Eucryptite:Liz 

o . Ah03 . 2Si02) 스포듀벤(Spodumen:Li20 . Ah03 . 4Si02) 및 페 타라이 

트(Li20 . Ah03 . 8Si02)가 있으며， 이 중 스포듀벤과 페타라이트가 Li2 

o . Ah03 . Si02 계 세라믹스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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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크립타이트와 스포듀벤에는 각각 저온에서 안정한 것과 고온에서 안 

정한 것이 었으며， 이들의 전이온도는 유크립타이트가 972 ::t 10 oc , 스포듀 

벤은 500 0C 로 되어있다. 페타라이트는 680 ::t 10 oC 에서 분해하여 스포듀멘 

고용체를 만든다. 

LAS계 세라믹스 제조에는 페타라이트， 탄산리륨， 카올린， 점토 등이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조공정은 분쇄 혼합 성형 소성으로 되어 있 

다. 용도로는 히타， 버너 타일， 전자레인지의 턴테이블 및 내열 식기 등에 

사용되고 있다. 

LAS계 glass -cerarnics는 기본조성에 TiOz나 Zr02 등 결정핵 형성제 

를 혼합하여 용융， 성형한 후， 분상， 핵형성， 결정성장 등 열처리 공정을 

거쳐 제조되고 있다. 이는 LAS계 세라믹스보다 기계적 강도와 내열 충격 

성 이 우수하므로 축수(축수) , 방사(방사) 가이 드， 히 터 파이 프， 가스터 빈용 

하우징， 열교환 재료 및 절연재료 등에 이용되고 있다. 

3) AS(Alumino Silicate:Aluminum Kietite) 

알루미나-실리카계의 고용체이며 A1203 . nSi02(n=3.5-10)의 조성으로 

되어 있다. AS 세라믹스는 LAS계 glass 세라믹스 성형체를 산처리로 Li 

이온을 제거한 후 열처리하여 제조하고 있다. AS 세라믹스는 LAS계 

glass 세라믹스에 비하여 쩍임강도와 탄성율이 각각40%와 60% 낮고 2 

5-800 oC 에서 부(-)의 열팽창 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화학적 안정 

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AS 세라믹스는 현재 자동차용 가스터빈의 회전 

축열식 열교환기로 개발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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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T(Alumino titanate) 

AT 세라믹스는 고융점을 가진 저열팽창성 재료이다. 이 재료가 낮은 

열팽창성을 나타내는 것은 결정 입자의 큰 이방성 열팽창으로 인하여 결 

정립 내부나 입계에 미세 균열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 미세균열은 소결 

을 어렵게 하므로써 기계적 강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 

로 AT 세라믹스의 저열팽창성을 유지하면서 기계적 강도， 소결성， 고온 

안정성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 SiOz, FeZ03, 

MgO, 2rOz, YZ03등의 첨가가 효과적이었다. 

AT 세라믹스는 열팽창율이 적으므로 내열 충격성이 우수하며 내열 

성이 높아(1500 0C) 노즐， 히터 엘레벤트， 열전대 보호관 등에 사용되고 

있다. 

라. 산침출에 의한 말루미노 실리케이트 전구체 제조 

1) 시료의 전처리 

산침출 실험을 위한 시료는 앞 절에서 언급한 시료조제 방법을 사용 

해 3차 파쇄 후 펄버라이져로 분쇄한 시료를 다시 알루미나 볼을 매체로 

진동 밀을 이용하여 2시간 분쇄하여 준비하였다. 이때 원광은 입도에 따 

라 품위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체분석을 행하지 않고 

전량을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Fig. 78에 진동 밀로 2시간 분쇄한 산물의 

입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평균입경 (Dso)은 1.23μm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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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침출 실험 

회장석으로부터 CaO를 침출 해내기 위한 침출 용액으로서는 각각 

5M 농도로 희 석 한 염 산(HCl) 황산(H2S04 ) 및 질산(HN03)을 사용하였 

다. 원광 2g을 내산성 플라스틱 용기에 넣은 다음， 그 속에 각 용액 100 

mR，를 넣고 밀봉하여 60 0C 의 오븐 중에 방치하였다. 일정기간 방치 후， 산 

처리 후의 최종 산물을 여과하고 증류수로 잘 세척한 후 105 0C 의 건조기 

중에서 건조하였다. 이상과 같이 각 조건에서 산 처리한 후의 최종산물을 

X선 형광 분석기를 사용하여 화학분석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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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수반광물을 이용한 다공성 소재 제조연구 

유리나 도자기， 연마재 등의 주원료로 쓰이는 장석은 칼륨， 나트륨， 칼 

숨성분이 고용체 형태로 함께 흔재된 채 부존되어 있는 규산알루미늄광 

물이다. 주요 장석으로는 수반광물의 종류에 따라 칼리장석， 소다장석， 

석회장석이 있으며 드물게 Ba을 수반하는 바륨장석이 있다. 

장석은 이용목적에 따라서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장석류의 물리성상을 이용목적으로 보면， 용융온도가 낮은 것을 

이용하는 융제 (flux)적인 용도와， 용융물의 점성이 크고， 결정(結品)하기 

어려운 특성을 이용하는 점결제로서의 용도가 있다. 융제로 쓰는 경우는 

도자기의 소지나 유약에 쓰는 경우이고 점결제로 쓰는 경우는 연삭숫돌 

이나 일부 내화벽동의 결합에 쓰는 경우가 그 예가 된다. 이 경우 각 제 

품의 강도를 위시한 물리적 성질이 원료장석에 의하여 지배되므로， 원료 

광물의 광물학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두는 것이 좋다. 

둘째 장석의 화학성분을 이용목적으로 보면， 장석의 전 성분을 이용 

하고자 할 때와 특정성분만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전 성분을 이 

용하는 경우는 유리용 원료로 쓸 때와 같은 경우이며， 특히 판유리에서는 

제조상 필요한 1.7- 1.8%의 A1 20 3분을 장석에서 도입하며， 이때 수반되 

는 알칼리는 유리에 소요되는 알칼리 원료의 절감에 기여하게 되며 

Si0 2분도 규사의 절감에 이용된다. 특정성분의 이용이 주목적인 예는 

장석에서 알칼리성분을 추출하던가 가용성으로 하여 알칼리 비료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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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다. 

알칼리장석의 경우 Si02, Al 20 3 및 알칼리가 주성분으로 되어 있고 

다소의 CaO, MgO를 함유하고 있으며， 석회장석이나 사장석의 경우도 이 

러한 유용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 밖에 흔히 불순물로 Fe203 가 함 

유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Fe203의 함량이며， 이 

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는 수가 많다. 좋은 장석의 Fe203함량은 0.1% 

이하로 되어야 한다. 장석은 이처럼 매우 유용한 원료임에는 틀림없지만 

대부분의 용도는 칼리장석과 소다장석과 같은 알칼리장석으로 쓰인다. 이 

에 비해 석회장석은 실질적으로 공업적 이용가치가 아직 발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1 수반광물의 원료특성 

삼사정계에 속하는 소다장석 Calbite)과 석회장석 Canorthite)사이에는 

완전한 연속적인 흔정관계(混品關係)가 있으며 이를 Table 60과 같이 편 

의상 여섯 단계로 구별할 수 있다. 석회장석 Canorthite)의 화학식은 

CaO' A1 20 3' 2Si0 2이며， 화학조성을 살펴보면 Si02 43.2% , Al20 3 36.7% , 

CaO 20.1%를 함유하고 있으며 삼사정 계 C triclinic system)의 결 정 이 다. 비 

중은 2.27g/때이며 용융온도는 1552 0C 이다. 석회장석은 보통 염기성 화 

성 암의 주요한 조암광물이 며 특히 석 회 장석 만이 침 적 (sedimentation)하여 

형 성 된 암석 을 회 장암(anorthosite) 이 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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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0. Classification of Feldspar 

Feldspar Albite(%) Anorthite(%) 

Albite 100-90 0-10 

Oligoc1ase 90-70 10-30 

Andesine 70-50 30-50 

Labradorite 50-30 50-70 

Bytownite 30-10 70-90 

Anorthite 10-0 90-100 

석회장석은 장석류(feldspar groupe) 중의 알칼리 토류장석에 속하며， 

소다장석 (albite)과는 제한 없이 연속고용체를 만들므로 일반적으로 Na분 

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소다장석 함유량이 10% 미만의 것을 석회장석， 

석회장석 함유량이 10% 미만의 것을 소다장석이라고 부르고， 그 중간 것 

을 소다석회장석 또는 사장석 (plagioclase) 이라고 부른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회장암 수반 광물의 화학조성치는 Table 61과 같 

다. 일반적인 회장석의 CaO 성분은 약 20% 정도이지만 본 시료의 CaO 

성분은 10%를 조금 넘는 정도로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1 20 3 성 

분 역시 일반적인 회장석의 약 37% 정도에 비해 20% 정도 함유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순물로 존재하는 산화철의 함량이 매우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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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Chemical Composition of Anorthite 

λ~ ξ 1L1-- Si02 Ah03 Fe203 MgO CaO Na20 K20 Ti02 Ig.loss 

함량 48.6 20.2 6.55 3.25 10.4 2.66 0.57 0.21 7.47 

회장암의 광물학적 조성에 대한 동정과 분쇄실험에 따른 결정구조의 변 

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을 행하였다. Fig. 79는 회장암 분말시 

료의 XRD 분석결과이다. 회장암의 주요 성분인 albite와 anorthite의 주 

peak가 나타나며， 각섬석과 휘석의 peak도 확인할 수 있다. Fig. 80은 4시 

간 분쇄 후 회장암의 XRD peak 변화를 관찰한 것이다. 

s ‘ .. pl. N‘.. Llllll 

.5" 

‘n 
읍 .2.S 

J. H :i'S." 

Fig. 79 X -ray Diffraction Pattern for Anort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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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0 X -ray Diffraction Pattern for 4 Hours Ground Anorthite 

2. 발포용 고농도 분산 슬러랴의 제조 공정 

액중 고농도 분산 슬러리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으로는 파쇄된 원료입 

자를 미립화하는 분쇄공정， 미립화된 고체원료 입자를 액상에서 균일하게 

혼합시키는 분산공정이 있다. 이 두 공정은 습식 교반을 통해서 동시에 

수행되어질 수 있다. 

가- 분쇄공정 

입자를 미립화시키는 작업을 의미하는 분쇄라는 용어는 고체입자를 

더 작은 입자로 부수거나 잘라내는 모든 방법을 일걷는다. 분쇄의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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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용어 로는 comminution이 쓰이 나 crushing , grinding 또는 milling이 란 

용어도 쓰인다. 세라믹스 제조공정에서 취급되는 고체입자는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여러 방법으로 분쇄된다. 고체입자를 잘게 부수는 목적은， 

고체의 단위부피당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화학반응속도를 향상시키고， 원 

료간 혼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소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큰 고체덩어리에 충격을 가해서 분쇄를 하면 크고 작은 몇 개의 입자 

로 파괴가 될 것이다. 충격에너지가 클수록 큰 입자의 수는 적어지고 작 

은 입자는 많이 생기지만 작은 입자의 입도가 훨씬 작아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현상으로 미루어 보면 작은 입자의 입도는 분쇄되는 물질의 내부 

구조와 긴밀한 관계가 있고， 큰 입자의 입도는 분쇄가 일어나는 공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81은 분쇄시간에 따른 분쇄생성 

물의 입도변화를 분쇄기의 회전수의 함수로 나타낸다. 

시간이 0일 때， 즉 출발원료일 때 분쇄원료의 입도분포는 입도가 굵은 

범위에서 단일 분포형태를 가졌으나， 분쇄정도가 진행되면 단일분포형태 

의 최빈수(mode)는 값이 줄어들고 어느 다른 특정입도에서 최빈수를 가 

지는 분포함수가 생긴다. 분쇄가 계속되면 처음의 최빈수 부분은 없어지 

고 두 번째의 최빈수 값만 가지는 입도분포콕션을 얻게 된다. 이 두 번째 

최빈수와 그 입도분포곡션은 분쇄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지속성 모드라 

고 부르고， 최초의 입도분포를 과도기 모드(transitory mode)라고 한다. 

입도의 감소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량은 분쇄물의 내부구조와 관 

련이 있다. 분쇄공정은 분쇄원료에 이미 있던 구조상의 간격이 열린 다 

음， 새로운 표면을 형성하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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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물의 표면은 구형이 아니고 매우 불규칙한 표면이기 때문에， 돌 

출표면에 먼저 분쇄력이 작용해서 국부적으로 그 부분에 높은 응력이 생 

기고 온도가 올라간다. 분쇄물의 일부분의 파괴되면 힘이 작용하는 위치 

는 달라진다. 따라서 파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Piret 

의 연구에 의하면 분쇄물에 가해지는 압축력 때문에 분쇄물 내부에 흠이 

생기고， 에너지 농도가 어떤 한계치를 념으면 생겼던 흠이 초음속 이상의 

속도로 순식간에 커지고 가지를 치면서 뻗어나가고 분쇄물 입자가 파괴 

된다고 한다. 

분쇄물에 힘이 작용하는 속도는 최대한 부하를 얻는 시기와 파쇄가 

일어나는 시기 사이의 시간 지연을 일으키므로 분쇄과정에 중요하다. 약 

간 작은 힘을 분쇄물에 오랫동안 가하면 파쇄가 일어난다. 즉 분쇄공정에 

부하가 가해지는 속도가 크면 클수록 분쇄에너지는 덜 효과적이고， 분쇄 

생성물의 미분말 분율은 높아진다. 분쇄에너지의 사용효율은 자유 낙하하 

는 추에 의한 파쇄와 유압장치에 의한 파쇄실험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단위에너지량당 분쇄생성물의 총표면적은 3-4배 높다. 

206 -



3.6 

、;.-;、 u‘ 1 11 LI' I I lU'-'1 1 \ ’ O뼈 (lt 
lItJ 
염n 
R며 Õ.4 

뿔꽃활헬뚫 
9 χxl 4(1(1 600 SJ"..o 뼈".1) [200 

입 도 (microns) 

Fig. 8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various Ground Time 

3. 질험방법 및 내용 

가. 시료 및 고농도 슬러리의 준비 

1) 시료의 준비 

회장암을 이용하여 다공성 소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괴상의 회장암을 

조크러셔 (jaw crusher)를 이용하여 2cm 이하로 파쇄한 후 롤크러셔 (r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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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sher)를 이용하여 3mm 이하의 입도로 분쇄하였다. 이것을 펄버라이져 

(pul v erizer )를 이용하여 100mesh 이하로 입도를 조절하였다. 이와 같은 

시료의 준비과정을 Fig. 82에 나타 내었다. 

2) 고농도 슬러리의 준비 

시료준비과정에서 얻어진 100mesh 이하의 시료를 이용하여 습식 교 

반분쇄를 진행하였다. 회장석 입자의 입도분포는 슬러리의 발포조건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원하는 입도로 조절하는 분쇄공정이 수반된다. 

이러한 분쇄공정은 습식으로 진행되며， 발포조건에 적당한 슬러리 농도를 

분쇄조건으로 선택하게 된다. 일련의 실험을 통해 발포조건에 적당한 슬 

러리 농도는 65-70wt.%임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습식 교반분쇄시의 

슬러리 농도는 70wt.%로 고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교반밀은 실험실용 회분식 분쇄기로， 밀의 용적은 lR 

(cp 95mm x 162nm)이고 교반밀의 최대 교반속도는 900rpm이다. 실험에 

사용된 분쇄매개물은 알루미나 재질의 볼(ball)이며， 충전율은 J=0.5로 고 

정하였다. 분쇄 생성물의 입도분석은 레이저광 회절분석법을 적용한 

SHIMADZU사의 SALD-2001 기기(입도측정 범위 0.03-700μm)를 이용하 

였다. 

슬러리의 초기구성은 고-액체로 이루어진 2相이다. 고-액 현탁액인 

슬러리 상태에서는 물의 양이 발포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물의 양에 

따른 슬러리의 점도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 포말층이 형성되는 동안 슬러 

리는 고-액-기체로 이루어진 3상의 계로 바뀐다. 이 경우에 포말층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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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유지를 위해 몇몇 시약을 첨가하게 되며 이러한 첨가제의 양은 물 

의 양과 함께 발포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슬러리 조제공정에서 조절해야 하는 인자로는 Powder끼"Nater비， 첨가 

제의 양， 입도 등이 있다. Powder끼"Nater비는 습식분쇄시의 슬러리 농도 

로 표현되며， 이는 슬러리의 점도와 관계가 있다. 

원료의 입도가 미분체일수록 입자의 비표면적은 크게되며， 이는 슬러리 

농도가 일정한 경우에도 각기 다른 점도를 갖는 원인이 된다. 미립의 입 

자로 구성된 슬러리는 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되며 포말공정에서 슬러 

리의 높은 점도는 기포의 생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동일한 슬러 

리 농도하에서 조립의 입자로 구성된 슬러리는 잉여수분이 상대적으로 

많게되어 점도는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잉여수분의 영향으로 발 

포시에 기공의 안정도가 떨어지게 되고 발포에 의해 생성된 기공의 크기 

분포가 매우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경험적으로 회장석의 슬러리는 농도가 70wt.%일 때 입자의 평균입도 

dso이 2-3μm인 입자를 사용하는 것이 발포공정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 

다. 생성된 기공의 크기가 수 십 μm 이내에서는 슬러리의 입도 자체가 발 

포된 기공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균입도 dso이 4-6μm인 경우에는 포말공정 직후에 생성된 기공 

의 직경이 수100μm 정도이며， dso이 1-3μm인 경우에는 수10μm이었다. 그 

러나， 원료의 입도에 의한 기공크기의 제어는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한 

변동이 심하며， 따라서 실질적인 제어방식으로서의 입도조절은 용이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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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농도 발포슬러리의 제조 및 켈성형 

1) 발포공정 

교반멸을 이용하여 조제한 슬러리의 발포공정은 기계적 발포로 외부 

공기를 유입하여 다음과 같이 행하였다. 사용한 기포제는 Sodium lauryl 

sulfate( 이 하 SLS), benzethonium cloride( 이 하 BZTC), Lauryl sulfate 

ethanol amine(이하 MRDD)를 이용하였으며， 결합제는 polyvinyl a1cohol 

(이하 PVA)이다. 

a) 준비된 농도의 슬러리를 발포조에 주입한다. 이 경우 슬러리의 초기부피 Vs를 

측정한다. 

b) 일정량의 기포제 및 결합제를 슬러리에 첨가한다. 이들 첨가제를 용해시키기 

위한흔합을실행한다. 

c) 발포를 시작하고 유입공기량의 증가로부터 최종 고상포말의 체적 V가 초기부 

피 Vs의 3배가 될 때까지 조절한다. 

d) 발포과정이 끝나면 준비된 틀에 주입한다. 

각각의 기포제의 농도를 달리하며 실험을 시행하였다. 발포슬러리는 원 

슬러리의 3배가 될 때까지 발포를 시행하였으며 기포제의 종류에 따른 주 

입량은 Table 62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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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Addition of Foaming Agent 

Amounts of Initial Agent Amount of Sluny 
Foaming Agent 

Foaming Agent(g) of Sluny(cc) Foamed(cc) 

0.1 

0.3 

SLS 0.6 100 300 

1.0 

1.5 

0.2 

0.4 

BZTC 0.6 100 300 
0.8 

1.0 

0.3 

0.6 

MRDD 0.9 100 300 
1.2 

1.5 

2) 주입성형 실험방법 

주입성형 슬립캐스팅과 겔캐스팅 두 가지 방법으로 하였다. 슬립캐 

스팅은 발포공정에서 제조된 고상포말을 목재 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실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a) 회장암 슬러리 500g , 기포제 (sodium lauryl sulfate) 1.25g, 에폭시 

(epoxy) 10wt.%를 혼합한다. 

b)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발포를 한다. 

c) 발포공정이 끝나면 경화제를 첨가하고 혼합한 후 틀에 주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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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조 및 소성 

1) 건 조 

주입 성형공정이 끝나면 이를 건조기에 넣고 70 0C 에서 건조시킨다. 건 

조공정에 비열풍식 건조기를 사용하였으며 모두 4일간 건조를 시행하였 

다. 

2) 소 성 

본 연구에서 소성에 관한 직접적인 실험은 진행하지 않았다. 각 시료의 

융점을 조사하여 융점의 70%로 소성온도를 결정하였다. 석회장석의 융점 

은 1553 0C 여서 1000-1100 0C 사이의 온도에서 소성을 시 행하였다. 본 설험 

에서 사용한 수반광물은 성분함량이 정확하지 않고， 불순물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 같은 온도라 해도 소결이 잘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의 소결온도는 수반 

광물이 많이 함유된 회장암의 소결온도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소성조건은 각 시료에 대한 소성온도와 유지시간은 Table 63과 같다. 사 

용한 전기로는 랜드로바사의 제품으로 소성가능한 최고온도는 1700 0C정도이 

다. 수반광물의 소성이 가능한 최저온도는 약 1030 0C 정도였으며， 1070 0C 에 

서 소성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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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3. Sintering Conditions 

Sintering Holding Heating Cooling Degree of 
Temp. Time(hr) Rate( OC써r) Rate( OC까lr) Sintering 

1000 0C 10 120 100 Bad 

1030 0C 10 120 100 Good 

1070 0C 10 120 100 Good 

1100 0C 10 120 100 A little 
Melting 

라- 물성 평가방법 

1) 기공크기분포 

기공의 크기는 화상해석분석 현미경을 이용하였으며， MRDD, SLS를 기 

포제로 하여 제작한 다공체는 100배 화상에서， BZTC를 기포제로 하여 제 

작한 다공체는 60배 화상에서 관찰하였다. 기포의 분포를 알기 위하여 각 

기포의 크기에 따라 기포의 수를 측정하였다. 

2) 비표면적 측정 

비표면적은 Qua1tachrome사의 NOVA 1000을 이용하였으며， 측정원리는 

흡착가스 용량측정법이며 비표면적의 분석방법은 BET흡착방정식을 이용하 

였다. 흡착가스는 질소를 이용하였으며， 질소가스 흡착부피는 상대증기압 

0.025-0.08 사이의 3개점에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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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가. 분쇄특성 

본 수반광물의 분쇄물의 분쇄시간 변화에 따른 분쇄 특성을 Fig. 83에 

나타 내었다. Fig. 83은 Batch식 어트리션밀을 이용하여 분쇄를 하였으 

며， U= l.O, J=0.5의 조건으로 건식분쇄를 행하였다. 분쇄를 하기 전에 

pulverizing 과정을 거쳐 150μm이하， 평균입도 60μm의 분말을 분쇄출발원 

료로 사용하였다. Fig. 83에서 보다시피 분쇄 30분까지 평균입도의 변화 

감소량이 두드러졌으며 그 이후 변화감소량은 미미하였다. 평균입도가 3 

μm이하로 떨어지는데 4시간이 소요되었다. 평균입경이 작아질수록 비표면 

적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평균입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음 

30분동안 비표면적이 현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나. 기공크기 분포변화 특성 

기공크기 분포는 화상해석현미경을 통해 본 회장석의 평면기공들의 

분포를 schwartz-saltycov analysis를 통해 입 체 적 기 공분포로 변환하여 

표현하였다. 기포제의 종류에 따른 평면에서의 기공크기 분포는 Fig. 84, 

Fig. 85, Fig. 86에 나타내었다. 입체적 분포로 변환된 기공의 크기분포는 

기포제의 종류에 따라 Fig. 87, Fig. 88, Fig.89에 나타내었다. Fig. 90은 

기포제의 종류에 따른 기공크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일반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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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기포제로 알려진 SLS는 MRDD와 기공크기 면에서 그리 큰 차 

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MRDD를 이용한 다공체의 평균기공이 미소 

하게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BZTC는 기공크기 분포가 MRDD, SLS 두 

개의 기포제와 비교해 100μm 이상의 현저히 큰 기공들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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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공율의 변화에 따른 토등 Ai --, c그 

1) 발포량의 변화에 따른 기공율 변화 특성 

슬러리를 발포시킬 때 도입되는 기포의 양에 대한 실제 기공율의 변 

화와 bulk 밀도의 변화에 관해 조사하였다. Fig. 91에서 보다시피 발포기 

체의 양이 증가할수록 소결체는 기공율이 높아지고 bulk 밀도는 감소한 

다. 이전 보고서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Foaming ratio a 에 대한 기공율 

증가량(d E / d a )은 Q 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사실을 소결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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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92는 실험을 통해 알아본 기공율의 변화를 슬러리 체적으로부터 구 

한 이론 기공율과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이론기 공율과 실제 기공율은 

Foaming raatio( a )가 증가할수록 즉， 발포량이 많을수록 차이가 적어짐을 

알 수 있다. 이 이론 기공율과 실제 기공율과의 차이를 수축률로 보면 발포 

량이 증가할수록 다공체의 수축률 또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다공체는 α 가 클수록 건조와 소결과정에서 생기는 수축률이 

작다. 그러므로 다공체는 Q 가 작을수록 건조 및 소결속도를 느리게 바꾸 

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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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2 Ratio of Slurry V olume for variation of Porosity and Shrinkage 

2) 기공율의 변화에 따른 비표면적 변화 특성 

기공율은 앞서 말했듯이 형성 슬러리의 포말화 과정에서 발포비를 바 

꾸어 줌으로서 조절할 수가 있었다. 본 실험실에서 사용한 교반기를 이용 

하면 슬러리의 농도가 50 vol.%일 때 발포전 슬러리 체적의 4배 이상 증 

가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4배까지 발포시켰다. Fig. 93에서 보다시 

피 기공율이 증가함에 따라 비표면적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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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변동폭은 미미하였다. 기공율이 증가할수록 열린기공이 많아지고， 

유효기공이 많이 생성되어 질소가스의 흡착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미소하게 비표면적이 증가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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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3 Ratio of Slurry Volume for Specific Surfa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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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쩨품의 형태 

Fig. 94는 회장암 다공체의 전자현미경 사진이고， 기포제의 종류가 변 

함에 따라 다공체의 기포의 크기가 달라짐을 Fig. 97를 통해 볼 수 있다. 

Fig. 95는 회장암 다공체의 표면부 사진과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폴리머 

담체의 표면부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회장암 다공체는 표면부가 거칠고 

흡착할 면이 많아서 미생물이 흡착하기 용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 폴 

리머 표면은 매끄러워서 상대적으로 미생물 흡착이 불리하다. 폴리머 사 

진의 하얀 점들은 흡착된 미생물로서 전체 표면적에 대해 미생물 부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Fig. 96은 구형형상의 담체로서 유동상 미생물 반응기내 중요한 담체의 

조건중 하나인 내마모성이 형태학적 측면에서나 소재 측면에서나 모두 

탁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겉보기 비중이 0.3-0.6정도이고， 반응기내 

산기관에서 발생하는 기포에 의해 또는 반응기내 유체의 대류현상에 의 

해 쉽게 부상하여 웅직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성체의 형태는 겔캐스팅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한 형태라도 

만들수가 있으며， 본 실험실에서 만든 다양한 형태의 다공체는 Fig. 9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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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LS 100배 a) MRDD l00UH 

a) BZTC 100배 

Fig. 94 SEM Microphotographs of Porous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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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장암다공제표면 (x500) 

b) 폴리머담체표면 

Fig. 95 SEM Microphotographs of Anorthite Carrier and 

Polyuretan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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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6 SEM Microphotographs of Spherical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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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rous Substance using BZTC 

b) Porous Substarre using MRDD 

c) Porous Substance using SLS 

Fig. 97 Product of Disk Shape Carrier for various Surfactant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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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8 Product of Various Kinds of Anorthite C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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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공정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선광광미의 시멘트 부원료로의 이용 

을 위한 실험결과， 선광광미중에 다량으로 존재하고 있는 Si02와 Fe 및 

기타성분을 상당량 혼화제로써 활용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채 

광장에서 다량발생하는 회장암을 이용하여 기공율 및 기공크기등을 조절 

가능한 다공체를 제조함으로써 폐수처리용 담체， 경량재， 단열재， 흡음재등 

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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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저품위 티탄철석 개발을 위한 

예벼경제성 검토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 위치한 하동 티탄철광산에서 산출되는 저품위 

티탄철석에 대하여 앞에서 수행한 실험실 규모의 선광실험 결과를 근거 

로 하여 다음 Fig. 99의 공정도와 같은 개략적인 처리공정을 예측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련용 티탄철 정광 50%TiOz 회수만을 목적으로 하 

였을 경우， 예측되는 산물의 가치추산과 개략적인 선광 처리비용을 감안 

한 경제성을 예비적으로 검토하였다. 실제로는 ‘99년도에 수행될 전체적 

인 연구결과를 토대로하여 제련용 티탄철 정광， 제철용 노벽보호제용， 티 

탄철 중광회수 및 선광광미의 타용도 산물을 회수한다는 조건을 전체적 

으로 감안한 경제성이 추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앞의 Fig. 99의 공정도와 같은 처리공정으로 약 10% TiOz 되는 저품 

위 티탄철석을 선광처리 하여 50%TiOz 정도의 정광을 월간 약 1 ，500톤 

정도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원광석은 월간 약 15.000톤 정도를 선광처리 

하도록 추산되므로 소요되는 비용을 개략 추산하면 다음 Table 6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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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9 Flowsheet for Processing of low Grade I1lme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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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4. Estimation of Mineral Processing Cost 

동1-12. 
。--， 금액(원/톤) 

인건비 3,710 

동력비 1,507 

재료비 1,097 

감가상각비 

및 3,111 

기 타 

계 9,425 

산출내역 

소장 1 인 2，000，000원 

책 임 자 3 인 4，950，000원 

주 임 6 인 8，700，000원 

기능언부40 인 = 40，000，000원 *상여금 퇴직은 

계 55，650，000원 불포함 

파분쇄 부문 

693배 XO.745 X 4시간 x45원 -:-150톤/시간= 831원 
선별부문 

276배 xO.745 x 24시간 x 45원 -:-600톤/일=496원 

기 타 

100써 =180원 

건조비 부문 

72톤/일-:-1.7톤/ Q X 450원/ Q -:-72톤 = 264원 
소모자재 

500，000원/일 -:-600톤/일 = 833원 

총 투자비 3，500，000，000원 

3，500，000，000원 -:- (15，000톤/월 x 12 x 10년 ) 
=1 ，944원 

이 자 년 6%=1，167원 

실제로 제련용 티탄철석 정광의 품위를 50%TiOz 로 기준하고 이때 가격 

을 현실가격으로 기준하면 약 140.000원/톤 정도이나 과거 IMF 이전에는 

톤당 60，000원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정광의 톤당 가격변화를 140,000, 

120,000, 100,000, 80,000 및 60,000 원으로 각각 추정하고， 원광 품위가 5, 

10, 15, 20, 25, 30% TiOz 로 변화될 때 정광회수율 변회에 따른 원광 1톤의 

가치변화를 다음 Table 65 에서부터 Table 69에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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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5. Estimation of Value of Head Ore by Variations of Concentrate 
Recovery and Head Ore Grade. 

(50%Ti02 Concentrate Price 140,000 won/Ton) 

Recovery (%) Value 
Head Grade Increment 

Ti02(%) 
by% 

30 40 50 60 70 80 90 100 Head Ore 
(won) 

5 4,200 5,600 7,000 8,400 9,800 11,200 12,600 14,000 140 

10 8,400 11,200 14,000 16,800 19,600 22,400 25,200 28,000 280 

15 12,600 16,800 21,000 25,200 29,400 33,600 37,800 42,000 420 

20 16,800 22,400 28,000 33,600 39,200 44,800 50,400 56,000 560 

25 21,000 28,000 35,000 42,000 49,000 56,000 63,000 70,000 700 

30 25,200 33,600 42,000 50,400 58,800 67,200 75,600 84,000 840 

Value 
Increment 840 1,120 1,400 1,680 1,960 2,240 2,520 2,800 

bOvr%e(w Hoena)d 

Table 66. Estimation of Value of Head Ore by Variations of Concentrate 
Recovery and Head Ore Grade 
(50%Ti02 Concentrate Price 120,000 won/Ton) 

Recovery (%) Value 
Hæd Grac논 Increment 

Ti02 (%) 
30 40 50 60 70 80 90 100 

He bayd% Ore 
(won) 

5 3,600 4,800 6,000 7,200 8,400 9,600 10,800 12,000 120 

10 7,200 9,600 12,000 14,400 16,800 19,200 21,600 24,000 240 

15 10,800 14,400 18,000 21,600 25,200 28,800 32,400 36,000 360 

20 14,400 19,200 24,000 28,800 33,600 38,400 43,200 48,000 480 

25 18,000 24,000 30,000 36,000 42,000 48,000 54,000 6α000 600 

30 21,600 28,800 36,000 43,200 50,400 57,600 64,800 72,000 720 

Value 
Increment 720 960 1,200 1,440 1,680 1,920 2,160 2,400 

bOvr%e( Head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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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7. Estimation of Value of Head Ore by Variations of Concentrate 
Recovery and Head Ore Grade 
(50%Ti02 Concentrate Price 100,000 won/Ton) 

Recovery (%) Value 
f혈d Graæ Increment 

Ti02 (%) 
30 40 50 60 70 80 90 100 

He bayd% Ore 
(won) 

5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00 

1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2α000 200 

15 9,000 12,000 15,000 18,000 21,000 24,000 2κ000 30,000 300 

20 12,000 16,000 20,000 24,000 28,000 32,000 36,000 40,000 400 

25 15ρ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500 

30 18,000 24,000 30,000 36,000 42,000 48,000 54,000 60,000 600 

Value 
Increment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bOvr%e(w Hoena)d 

Table 68. Estimation of Value of Head Ore by Variations of Concentrate 
Recovery and Head Ore Grade 
(50%Ti02 Concentrate Price 80,000 won/ Ton) 

Recovery (%) Value 
f휩d Graæ Increment 

Ti02(%) 
by% Head 

Ore 
30 40 50 60 70 80 90 100 (won) 

5 2.400 3,200 4,000 4,800 5,600 6,400 7,200 8,000 80 

10 4,800 6,400 8,000 9,600 11,200 12,800 14,400 16,000 160 

15 7,200 9,600 12,000 14,400 16,800 19,200 21 ,600 24,000 240 

20 9,600 12,800 16,000 19,200 22,400 25,600 28,800 32,000 320 

25 12,000 16,000 20,000 24,000 28,000 32,000 36,000 40,000 400 

30 14,400 19,200 24,000 28,800 33,600 38,400 43,200 48,000 480 

Value 
Increment 480 640 800 960 1,120 1,280 1,440 1,600 

bOvr%e( Head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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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9. Estimation of Va1ue of Head Ore by Variations of Concentrate 
Recovery and Head Ore Grade 
(50%Ti02 Concentrate Price 60,000 won/Ton) 

Recovery (%) Value 
~d Graæ Increment 

Ti02(%) 
by% 

30 40 50 60 70 80 90 100 Head Ore 
(won) 

5 1,800 2,400 3,000 3,600 4,200 4,800 5,400 6,000 60 

10 3,600 4,800 6,000 7,200 8,400 9,600 10,800 12,000 120 

15 5,400 7,200 9,000 10,800 12,600 14,400 16,200 18,000 180 

20 7,200 9,600 12,000 14,400 16,800 19,200 21,600 24,000 240 

25 9,000 12,000 15,000 18,000 21,000 24,000 27,000 3α000 300 

30 10,800 14,400 18,000 21,600 25,200 28,800 32,400 36,000 360 

Value 
Increment 360 480 600 720 840 960 1,080 1,200 

bOvr%e(w Hoena)d 

Table 65에 나타낸바와 같이 현재 50% Ti02 티탄철정광의 가격이 

140 ，000원/톤 인데， 금년도 실험한 원광석의 품위를 10% Ti02로 보고， 이 

때 실험실 정광회수율 50%를 적용하면 원광 1톤의 가치가 14 ，000원 정도 

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원광 1 톤의 선광 처리비용을 Table 65에서 처럼 

약 8，300원으로 추산 할 때， 선광 부분에서만 보면， 톤당 14 ，000원 짜리 

원광석을 처리하더라도 수익성은 기대할 수 있으나 채광 및 기타 본사 

지출부문까지 감안한다면 원광톤당 14.000원 가치의 광석은 현재로는 경 

제성이 미약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선 제련용 50% Ti02 티탄철 정광의 회수 

율을 50%에서 더 이상 향상시켜야 할 것이고， 특히 선광 과정에서 배출 

- 238 -



과 
。폐기되는 01 

^ 회수 별도 18%Ti02 산물의 보호제용 노벽 제철소 는
 

되
 

만들어야 광석으로 경제성있는 검토하여 전체적으로 활용등을 부문의 미 

미치는 활용 경제성에 향상이 원광품위의 중요한 것은 것이다. 더욱 할 

어느 중요하고， 원광석을 것도 얻는 광체를 양질의 크다. 따라서 C낭 송t 。
。 。 τ 

연구가 되어야 방법도 는
 

있
 

향상시킬수 일차 품위를 그 파쇄하여 정도 

할 것이다. 

.= 
。

"c} 
。% 변화에 따라 원광품위 또한 50% Ti02 티탄철 정광 가격의 

Fig. 100에 다음 나타낸 결과를 비교하여 변화별로 선광실수율 가액을 

그 비교하여 변화별로 원광품위 증가액을 

다음 Fig. 101에 각각 기재하였다. 

"c} 
。% 표시하였고， 정광 실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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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0 Estimation of Value of Head Ore by Variations 

of Concentratee Recovery and Head Ore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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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1 Estimation of Value of Head Ore by Variations of 

Concentrate Recovery and Head Ore Grade 

Fig. 101에 나타낸 정광 실수 변화는 증가액 %당 원광품위 Fig. 100의 

가치변 증가가 원광의 ct 
。% 비교할 때 원광품위 변화와 증가액 %당 융

 
-

원광석의 뇨二~ 
그I '-품위가 가급적이면 있으므로， 。L ζ느 

E즈 ’ 작용함을 크게 화에 

미칠것으로 영향을 크게 경제성에 개발 티탄철석 저품위 이지역 채광도 

사료된다. 

원광품위 따른 변화에 추정가격 추정가격과 정광톤당 표~q. 
l一 o 원광 히

 
트
 
「

Table 73 까지 에 각각 기 다음 Table 70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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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0. Head Ore Grade and Concentrate Recoverγ by variations 
of Prices of Concentrate and Head Ore 

Estimated Price of Cencentrate (won) Estimated 
Head Grac농 Price of 
Ti02(%) Head Ore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won/T) 

5 70 52.5 42 35 30 4,200 10 35 

5 93.3 70 56 46.7 40 
10 46.7 35 5,600 
15 31.1 

5 87.5 70 58.3 50 
10 58.3 43.8 35 7,000 
15 38.9 

5 84 70 60 
10 70 52.5 42 35 30 8,400 
15 46.7 35 

5 98 81.7 70 
10 81.7 61.3 49 40.8 35 
15 54.4 40.8 32.7 9,800 
20 40.8 30.6 
25 32.7 

5 93.3 80 
10 93.3 70 56 46.7 40 
15 62.2 46.7 37.3 31.1 11,200 20 46.7 35 
25 37.3 
30 31 .1 

5 90 
10 78.7 63 52.5 45 
15 70 52.5 42 35 15 12,600 20 52.5 39.4 31.5 
25 42 31.5 
30 35 

5 100 
10 87.5 70 58.3 50 
15 77.8 58.3 46.7 38.9 33.3 14,000 20 58.3 43.8 35 
25 46.7 35 
30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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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 Head Ore Grade and Concentrate Recovery by variations 

of Prices of Concentrate and Head Ore 

Head Grade 
Estimated Price of Cencentrate (won) Estimated l 

Price of 
Ti02(%) Head Ore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won/T) 

5 
10 84 70 60 
15 93.3 70 56 46.7 40 16,800 20 70 52.5 42 35 30 
25 56 42 33.2 
30 46.7 35 

5 
10 98 81.6 70 
15 81.7 65.3 54.4 46.6 
20 81.7 81.7 49 40.8 35 19,600 

25 65.3 49 39.2 32.7 
30 54.4 40.8 32.7 

5 
10 93.3 80 
15 93.3 74.7 62.2 53.3 
20 93.3 70 56 46.7 40 22,400 

25 74.7 56 44.8 37.3 32 
30 62.2 46.7 37.3 31.1 

5 
10 90 
15 84 7. 60 
20 78.8 63 52.5 45 25,200 

25 84 63 50.4 42 36 
30 70 52.5 42 35 30 

5 
10 100 
15 93.3 77.8 66.7 
20 87.5 70 58.4 50 28,000 

25 93.3 70 56 46.7 40 
30 77.8 58.3 46.6 38.8 33.3 

5 
10 
15 98 81.7 70 
20 92 73.5 61.2 52.5 29,400 

25 98 73.5 58.8 49 42 
30 81.6 61.3 49 40.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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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 Head Ore Grade and Concentrate Recovery by variations 

of Prices of Concentrate and Head Ore 

Estimated Price of Cencentrate (won) Estimated 
H=ad Grade Price of 
Ti02(%)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Head Ore 
(won!T) 

5 
10 
15 93.3 80 
20 84 70 60 33,600 

25 84 67.2 56 48 
30 93.3 70 56 46.7 40 

5 
10 
15 90 37,800 20 94.5 78.8 67.5 
25 94.5 75.6 63 54 
30 78.8 63 52.5 45 

5 
10 
15 100 42,000 20 87.5 75 
25 84 70 60 
30 87.5 70 58.3 50 

5 
10 
15 44,800 20 93.3 80 
25 89.6 74.7 64 
30 93.3 74.7 62.2 53.3 

5 
10 
15 50,400 20 90 
25 84 72 
30 84 70 60 

5 
10 
15 56,000 
20 100 
25 93.3 80 
30 93.3 77.8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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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3. Head Ore Grade and Concentrate Recovery by variations 

of Prices of Concentrate and Head Ore 

Estimated Price of Cencentrate (won) Estimated 
Head Grade Price of 
Ti02(%) Head Ore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won/T) 

5 
10 
15 
20 

63,000 

25 90 
30 87.5 75 

5 
10 
15 
20 

70,000 

25 100 
30 97.2 83.3 

5 
10 
15 
20 75,600 

25 
30 90 

5 
10 
15 
20 84,000 

25 
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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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0에서부터 Table 73 까지의 결과를 보면 원광품위가 낮을수록 

선광 회수율을 높여야 원광톤당 가치가 향상되나， 실제로는 이와 반대의 

경향을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획기적인 선광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 

히 티탄철 정광가격과 티탄철 정광 실수율 변화에 따른 원광가치 변화를 

원광품위 변화별로 비교한 결과를 다음 Fig. 102에 나타내었다. 

Fig. 102에 나타낸 비교결과에서도 원광 품위가 높아질수록 정광실수율 

증가에 따른 원광 가치가 크게 증가함을 볼 때 가급적 고품위 원광 탐사 

및 채광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원광품위와 정광예상 

생산량 변화에 따른 원광처리 예상량을 정광 실수율별로 추정한 결과를 

다음 Table 74에서부터 Table 81에 각각 기재하였다. 

결국， 금년도에 연구 수행한 원광품위 9.3% TiOz 인 저품위 티탄철석 

을 선광하여 50% TiOz 정도의 제련용 티탄철 정광을 약 45 % 회수 할 

경우， 원광 1톤의 가치가 14 ，000원 이하이며， 이때 월간 40，000톤의 원광 

을 처리하는 경우 소요되는 선광비용만 약 8，300원/톤 정도인 것을 감안 

하면， 선광부문만을 고려한다변 경제성이 있으나， 채광 및 기타 부문 전 

체를 감안하면 경제성이 부족하게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선택 

채광에 의한 원광품위를 향상시키고， 또는 선광회수율을 향상시키므로서 

앞으로 해당지역 저품위 티탄철석의 경제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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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4. Estimation of Feed Amount by variation of Head Ore, Grade 
and Concentrate Amount(Concentrate Recovery 30%) 

(Ton/Mon.) 

Head Grade Estimated ilmenite Concentrate(50%TiOz) 

TiOz(%) 
2,000 4,000 6.000 8.000 10.000 

5 67.000 134,000 201 ,000 268.000 335.000 

10 33.000 66,000 99,000 132,000 165.000 

15 22,000 44.000 66.000 88.000 110.000 

20 17,000 34.000 51.000 68.000 85.000 

25 13.000 26,000 39,000 52,000 65,000 

30 11,000 22,000 33.000 44,000 55.000 

Table 75. Estimation of Feed Amount by variation of Head Ore, Grade 
and Concentrate Amount(Concentrate Recovery 40%) 

(Ton/Mon.) 

Head Grade Estimated ilmenite Concentrate(50%TiOz) 

TiOz(%) 
2,000 4,000 6,000 8.000 10,000 

5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10 25,000 50,000 75,000 100,000 125,000 

15 16,700 33,400 50,100 66,800 83,500 

20 12,000 24,000 36,000 48,000 50,000 

25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30 8.000 16.000 24,000 32.000 40.000 

- 247 -



Table 76. Estimation of Feed Amount by variation of Head Ore, Grade 
and Concentrate Amount(Concentrate Recovery 50%) 

(TonjMon.) 

Head Grade Estimated ilmenite Concentrate(50%Ti02) 

Ti02(%) 2,000 4,000 6,000 8.000 10.000 

5 40.000 80.000 120.000 160.000 200,000 

1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5 13.000 26,000 39.000 52,000 65.000 

2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25 8.000 16,000 24,000 32,000 40,000 

30 7,000 14,000 21 ,000 28,000 35,000 

Table 77. Estimation of Feed Amount by variation of Head Ore, Grade 
and Concentrate Amount(Concentrate Recovery 60%) 

(TonjMon.) 

Head Grade Estimated ilmenite Concentrate(50%Ti02) 

Ti02(%) 
2,000 4,000 6,000 8,000 10,000 

5 33,000 66,000 99,000 132,000 165,000 

10 17,000 34,000 51 ,000 68,000 85,000 

15 11,000 22,000 33,000 44,000 55,000 

2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25 6.700 13,400 20,100 26,800 33,500 

30 5.600 11 ,200 16.800 22,400 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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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8 Estimation of Feed Amount by variation of Head Ore, Grade 
and Concentrate Amount(Concentrate Recovery 70%) 

(Ton/Mon.) 

Head Grade Estimated ilmenite Concentrate(50%TiOz) 

TiOz(%) 2.000 4,000 6.000 8.000 10.000 

5 28.000 56.000 84,000 112,000 140.000 

10 14,000 28,000 42,000 56.000 70,000 

15 9.500 19,000 28,500 38.000 47,500 

20 7,100 14,200 21 ,300 28.400 35,500 

25 5.700 11 ,400 17,100 22,800 28,500 

30 4,800 9,600 14,400 19,200 24,000 

Table 79. Estimation of Feed Amount by variation of Head Ore, Grade 
and Concentrate Amount(Concentrate Recovery 80%) 

(Ton/Mon.) 

Head Grade Estimated ilmenite Concentrate(50%TiOz) 

TiOz(%) 
2,000 4,000 6,000 8.000 10,000 

5 25,000 50,000 75,000 100.000 125,000 

10 12,500 25,000 37,500 50,000 62,500 

15 13,300 26,600 39.900 53,200 66,500 

20 6,250 12,500 18.700 25,000 31,200 

25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 4.200 8,400 12.600 16,800 2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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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0. Estimation of Feed Arnount by variation of Head Ore, Grade 
and Concentrate Amount(Concentrate Recovery 90%) 

(TonjMon.) 

Head Grade Estimated ilmenite Concentrate(50%TiOz) 

TiOz(%) 2.000 4,000 6.000 8,000 10,000 

5 22,000 44,000 66,000 88,000 110.000 

10 11.000 22,000 33.000 44,000 55,000 

15 7,400 14,800 22,200 29,600 37.000 

20 5,500 11.000 16.500 22,000 27,500 

25 4,400 8.800 13,200 17.600 22,000 

30 3.700 7,400 11 .100 14.800 18,500 

Table 81. Estimation of Feed Arnount by variation of Head Ore, Grade 
and Concentrate Amount(Concentrate Recovery 100%) 

(TonjMon.) 

Head Estimated ilmenite Concentrate(50%TiOz) 
Grade 

TiOz(%) 2,000 4,000 6,000 8,000 10,000 

5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15 6,700 13,400 20,100 26,800 33,500 

2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25 4,000 8.000 12,000 16,000 20,000 

30 3.300 6.600 9.900 13.200 1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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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프료 

본 연구는 경상남도 하동지역에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저품위 티 

탄철석을 개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처리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제련용 고품위 티탄정광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하였으며， 

그외 중광으로 회수되는 용광로 노벽보호제용 티탄철석 산물과 다량 발 

생하는 선광부산물의 회수 및 이용기술을 확립하였다. 또한 예비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여 앞으로 수행할 연구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방안도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원광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Ti02 품위가 9.31%로 정제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저급 티타철석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97도에 수행하였던 원광석의 Ti02 품위 5.38%보다 매우 높아， 이 

지역의 티탄철석 개발 가능성을 한층 더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 

지역에 대한 정밀 시추결과 높은 품위의 티탄철석이 대량 확인되었으며， 현 

재 굴진이 이루어져 높은 품위의 큰 맥폭을 다량 확보하고 있다. 

2. 선별공정의 선정 및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광물감정 결과 각섬석 

과 회장석이 대부분의 맥석 광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그외 석영， 

녹니석， 운모， 휘석 등도 소량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별공정 

에서 회수된 맥석광물 대한 감정결과 석류석， 지르콘， 자류철석， 자철석 

등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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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굵은 입도에서 일부 맥석광물을 제거하기 위한 건식 자력선별 실 

험 결 과 최 적 실 험 조 건 은 Roll Soeed 250rpm, Splitter Position 0, 그 리 고 

Feed Rate 1,000g/min. 등으로， 이때 TiOz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12.10% 

와 92.47% 인 산물을 얻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자력선별기는 희토류 영 

구자석이라 회수된 산물의 TiOz 품위는 낮으나， 회수율이 높고 또한 

30% 정도의 맥석 광물물을 비교적 굵은 입도에서 제거할 수 있는 공정 

을 제시하여， 본 기술의 현장 적용시 분쇄비용의 절감과 처리용량의 증 

대로 처리단가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또한 후처리 공정의 선별효율을 크 

게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4. 본 시료에 대한 광물감정 결과 90% 이상이 각섬석과 회장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티탄철석의 정제를 위해서는 비중선별법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haking table을 이용한 비중선별 실험을 수행하였으 

며， 그결과 최적실험 조건에서 TiOz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41.25%와 

57.78%인 결과를 얻었다. 

5. 비중선별법에서 생산된 정광의 경우 제련용으로 이용하기에는 여 

전히 TiOz 품위가 낮아 자장의 세기변화가 가능한 자력션별기를 이용하 

여 강자성체 및 비자성체의 불순물 제거실험을 수행하였다. 그결과 자장 

의 세기 10Ampere와 17.5Ampere 사이에서 TiOz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46.01%와 91.02% 인 정광산물을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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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장의 세기에 따라 각각 회수된 산물의 광물감정 결과 30Ampere 

의 비자성 산물에서는 비교적 순수한 지르콘이， 20Ampere와 30Ampere 

사이에서는 상당량의 석류석이 그리고 10Ampere의 자성산물에서는 자 

류철석이 회수되어 이들 광물의 이용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7. 비중 및 자력선별 병용실험에서 회수된 정광 산물을 제련용에 접 

한한 품위로 생산하고자 정전선별법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전류의 세 

기 22 Voltage, Screen Length 6, Feed Velocity 8 그 리 고 Feed Rate 

70g/min.에서 Ti02 품위와 회수율이 각각 50.27%와 90.01% 인 고품위 티 

탄철석을 얻었다. 

8. 본 연구에서 얻은 Ti02 50.27%의 티탄철석 정광을 생산할 수 있는 

종합 처리공정은 1차로 굵은 입자에서 건식 자선처리를 하여 30%의 맥 

석 광물을 제거한 다음 비중선별→자력선별→정전선별법을 응용한 공정 

으로， 비중선별법에서 Ti02 손실이 많아 최종 정광 회수율은 44.7% 이다. 

9. 최종 정광산물의 제련용 이용 가능성 실험결과 활성 Ti02가 약간 

낮으나 이산화티탄 백분 제조시 가장 엄격히 규제하는 Cr03와 V20 25 함 

량이 각각 0.01%와 0.14%로 모두 허용규제치 내에 있어， 매우 좋은 조 

건을 갖추고 있다는 결과를 (주) 한국티타늄으로부터 얻었다. 

10. 최종결과에서 얻은 티탄철석 정광의 품위와 회수율은 각각 50.27% 

와 44.8% 이며， 전체 중량의 8.29%를 이루고 있다. 처리공정에서 중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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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회수된 산물의 Ti02 품위와 회수율도 각각 19.00%와 22.00%를 나타 

내어， 용광로 노벽보호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Ti02 회수율과 중량비는 각각 66.80%와 21.09%에 이른다. 

11. 정제공정에서 광미로 처리된 산물의 Ti02 품위와 회수율은 각각 

3.61%와 33.20%로， 손실 되 는 Ti02 함 량은 33.20% 밖에 되 지 않으나， 중 

량비가 전체의 80.9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물을 국내 시멘트 

공장과 공동으로， 시벤트 부원료로의 이용 가능성을 실험한 결과， 부산물 

중에 다량으로 존재하고 있는 Si02와 Fe 및 기타성분을 상당량 보강제 

로써 활용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2. 기공율 및 기공크기 등을 이용한 다공체의 기공구조를 조절함으로서 

폐수처리용 담체， 경량재， 단열재， 흡음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티타늄의 세계 매장량은 약 10억톤 정도이나 우리나라 경상남도 하동 

지역에는 세계 매장량의 두 배인 약 20억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를 금 

액으로 환산하면 약 110조원에 달해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 

술만 개발된다면 국가 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술개발이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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