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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 .2. 
-, 고령토광의 가공기술 및 산업화 연구 

11. 기술개발목적 및 중요성 

고령토는 각종 충전제와 요업소지 둥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원료광물로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량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는 상당량의 고령토가 부폰되어 있으 

나I 모암의 풍화작용이 완전히 진행되지 않아 고령토의 함량이 비교적 적고 회장석/ 

운모 그리고 함철광물의 혼입율이 높다. 따라서 가소성과 백색도가 낮아 고급 도자 

기 소지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곤란하므로 고급 도자기 원료는 뉴질랜드， 중국/ 미국 

으로부터 고가로 수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 매장량 및 생산량 

이 가장 많은 대명 고령토와 하동 카오링 광산의 WB， WC급 고령토를 대상으로 건 

식 정제기술과 저품위 및 광미의 활용기술을 개발하고자 기초 및 규모확대 실험을 

통하여 고령토의 단체분리를 위한 적정 분쇄 입도와 고령토와 불순물과의 분리를 

위한 분급점을 규명하였다. 규명된 조건에 의해 생산된 정제산물에 대하여는 화학 

분석/ 가소성， 소성백색도 측정을 통한 정제산물의 물성을 검토하였으며I 저급 고령 

토 및 정제시 발생하는 불순물의 요업원료 또는 고무 둥의 충전재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관련업체에 기술보급 및 산업화를 유도함으로서 고급 도자기 원료 

의 국내 생산기술의 확보를 통한 부존자원의 활용도 제고y 부가가치 향상은 물론 

관련제품의 수입대체를 이루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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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기술개발내용 및 범위 

1. 1차년도 

- 원료광물의 광물학적l 물리 화학적 특성 규명 

- 실험실 규모의 단체분리를 위한 해쇄 조건 규명 

- 품위향상을 위한 건식 분급조건 규명 

- 기초실험에 의한 정제산물의 물리적 특성 검토 

- 광미의 활용을 위한 칼라골재 제조조건 확립 

- 고 부가가치 점토 생산을 위한 유기점토 생산을 위한 기초 연구 

2.2차년도 

- 원료광물의 특성 규명 

- 규모 확대 실험을 위한 기종 선정 및 해쇄I 분급조건 확립 및 시제품 생산 

- 광미의 활용을 위한 광미 정제실험 및 제 조건 확립 및 시제품 생산 

- 규모확대 실험에 의한 산업화 공정의 개략설계 

- 정제 고령토 및 정제 잔사에 대한 사용자 적용실험 

IV. 기술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기술개발 결과 

1) 고령토의 건식 정제 기술 확립 

• 회장석I 함철운모 및 이산화티탄 둥 불순물 제거기술 확립 

• 가소성， 소성 백색도둥 물성향상 가능성 제시 

• 고품위 요업원료의 국내 생산 가능성 확인 

2) 건식 정제시 발생하는 광미를 이용한 요업 또는 충전재 활용 가능성 제시 

3) 국내 부폰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부가가치 향상 가능성 규명 

4) 개발된 기술의 관련업체에 이전을 위한 기술지도 및 산업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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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에서 중접적으로 검토한 wc급 고령토는 국내에 상당히 많은량이 부존/ 

이의 개발이 국내 고령토 업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 

시한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산업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r 잔사를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내 관련업계는 영세한 규모이므 

로 이러한 상황을 감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되며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 

진다면 그 동안 국내 고령토 업계의 숙원이던 고령토 정제를 위한 산업화의 달성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특허출원 현황 

- 고령토의 물성(소성 백색도 및 가소성) 향상을 위한 건식 정제공정 

(출원번호 : 1998년 특허 출원 제 36199호) 

- 고령토에 함유된 산화철과 이산화티탄 제거를 위한 건식 정제방법 

(출원번호 : 10-1999-0053924호) 

V. 기대효과 

- 국내 고령토의 건식 정제기술 확립함으로써 부존자원의 활용도 제고 방안 확립 

- 정제시 발생하는 잔사 활용방안을 제시/ 가격 경쟁력 확보 

- 산업화를 위한 개략 공정확립 및 적극적인 산업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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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서 료로 

고령토는 함수 알루미노 실리케이트(Ah03 . 2H20 . 2HzO) 광물로서 내산 내알카 

리성 광물이다. 일반적으로 고령토는 장석이 지표에서 풍화작용을 받아서 고령토화 

된 것으로 분해( decomposition) 또는 변성 (metamorphism) 정도에 따라 조성광물이 

달라지게 되므로 특성을 충분히 조사한 다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령토의 용도는 내산 내알차리 특성과 높은 반사율과 굴절율/ 입자형태 및 입도 

분포/ 유동성/ 타 광물과의 혼화성 (compatibility)둥을 이용하여 제지 충전재/ 페인트l 

도자기I 내화물I 고무와 플라스틱/ 비료I 살충제， 의약 그리고 촉매/ 시멘트， 타일 둥 

으로 그 용도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량이 사용되는 분야 

는 제지용이며/ 그 다음이 도자기용으로 나타났다. 

고령토는 장석의 풍화작용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불순물의 혼입이 많아 대부분 

이 정제과정을 거쳐 최종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고령토의 정제 

를 위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정제기술은 용도에 따라 상이하다. 

가장 많은 수요를 나타내는 충전재용으로 사용되는 고령토는 석영 및 함철 광물의 

제거는 물론이고， 백색도 향상을 위한 표백기술과 입도 조절을 위한 분쇄 분급기술 

위주로 개발되고 있다. 반면 요업원료는 소성 백색도 향상과 가소성 동 물성 향상 

을 위한 정제기술/ 특히 탈철 위주로 개발되어 왔다. 

정제기술은 원광의 품위가 비교적 우수한 뉴질랜드에서는 단순히 수비에 의하여 

고품위 요업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수비(침강) 및 표백처리 그리고 분 

쇄 분급에 의하여 백색도가 높고I 미세한 고급 충전재를 생산， 전세계에 고가로 판 

매하고 있으나/ 함철 광물의 혼입이 많은 브라질 동에서는 자력선별에 의한 함철광 

물을 제거하여 정제 고령토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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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정제기술의 개발은 꾸준히 진행되어 고구배 자력선별에 의한 탈철기 

술/ 수비/ 부유선별/ 수비-고구배 자력선별-산처리/ 산처리/ 미생물 처리기술 퉁이 연 

구되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모든 기술이 습식 공정인 관계로 

산업화에는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국내외의 꾸준한 연구결과I 국내 

한 광산에서는 마광-미생물 처리공정에 의한 고령토 정제시설을 준 공장급 규모로 

설치/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고령토는 수 

μm의 점토광물로 조성되어 습식 공정인 경우 산물의 탈수/ 건조l 해쇄는 물론이고 

폐수처리 둥 공정이 복잡하고 원가상승 요인이 많아 산업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 현황과는 달리 국내에 부존된 고령토는 그 동안 고품위 원광 위 

주로 선택 채광하여온 관계로 고품위 원광이 소진상태에 이르렀으며/ 대부분이 침 

상의 할로이사이트질로서 각종 충전재 용으로 사용이 곤란한 물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 부존된 중저품위 광석의 특성에 맞는 고령토의 활용을 위한 

경제적인 정제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고령토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급 도자기 소지 

원료 생산을 위한 공정이 단순하여 처리비가 저렴한 건식 정제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내 관련업계에 기술 이전을 통한 산업화 유도가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은 매장량 및 생산량을 나타내는 경남 하 

동지역의 하동 카오린과 산청지역의 대명 고령토 광산에서 채광되어 도자기 원료로 

사용되는 백색 B, C급(이하 WB， WC라 칭함)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건식 정제기술 

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건식 해쇄 및 분급에 의한 고령토의 품위향상 가능 

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적정 해쇄조건 및 분급점을 규명하고/ 정제산물에 대한 가소 

성I 소성 백색도/ 수축율 동을 검토하여 최적의 정제기술을 개발하고자 기초실험 및 

규모 확대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정제시 발생하는 불순물을 활용하고자 장석둥 

불순물에 함유된 철분의 제거와 미립화를 통하여 고무 동의 충전재로 활용을 위한 

용도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경제적인 고령토 정제 및 활용성 제고 기술을 개 

발하였다. 또한 수비 및 습식 자력 선별실험을 수행하여 건식과 습식 정제기술의 

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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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고령토의 특성 및 현황 

1. 광물학적 특성 

카올린족 광물은 기본 화학식 이 AhShOs . (OH), 또는 Ah03 . 2Si02 . 2H20 이며 

이에 속하는 동질 이상체로 카올리나이트(kaolinite)， 나크라이트(nacrite)， 닥카이트 

(dickite), 할로사이트(halloysite)가 있다. 이 중에서 할로이사이트는 기본 조성이 카 

올리나이트나 기타 이상체와 같지만 과잉의 수분을 함유하여 Ah03. 2Si02 .4H20 

로 되어 있으며 결정도가 낮은 광물이다. 다음 카올린족 광물의 여러 가지 성질을 

비교한 것이 Table 1이다. 

2. 국내 부존 현황 

우리 나라에서 법정광물 고령토의 분류는 고령토 이외에도 도석/ 산성백토l 벤토 

나이트/ 반토혈암 동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들의 전체 매장량은 2억 톤 이상이 되지 

만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토(주로 halloysite)만의 매장량은 약 73，474천 

톤 정도이다. 이러한 고령토의 대부분은 경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다. 지 

역별 매장량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지역이 63，612천 톤으로 천체 매장량의 83.6% 정 

도를 차지하며/ 다음이 강원도 지역으로 5，927천 톤이 부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북지역에는 1，858천 톤이 부존되어 전체 매장량의 93.7%가 경남/ 강원/ 경북지역 

에 집중적으로 부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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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Kaolin Group Minerals. 

Minerals Kaolinite Narcite Dickite Halloysite 

Chernical 
AhSi율(0데4 AhShOs(O테4 AhShOs(O데4 Al급용(CH)빼월〕 Fornular 

Crystal Triclinic Monoclinic Monoclinic Monoclinic systern 

na 1.561 1.557 1.560 n=1 .549-1 .551 

nß 1.565 1.562 1.562 (rnetahalloysite) 

n r 1.566 1.563 1.566 

ExtA(mmng이gnleon 1-31/2 。 10-20 。 15-20 。 n=1 .528-1.542 

Opt. (-) 
(-) 

(+) (halloysite) 
or (+) 

Lattice 5.14A 5.16A 5.14A 5.15A Pararneter 

Lattice 8.90 8.93 8.04 8.0 Pararneter 

Lattice 14.50 28.66 14.42 7.57 Pararneter 

Gravity 2.609 2.581 2.58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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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gional Deposit of Kaoline in Korea. 

Reserves (l,OOOton) 

Area Grade 
Proved I Provable I Prospective I Total 

KyungKi 
KangWha 

KangWon 
MangSang 

Various 127.5 127.5 

Various 3,460 3,460 

Geokwang-
Various 2,466 2,466 

ChoD뻐g 

ChungBuk 
MyungJeonl Various 83 62 145 

ChungNam 
YoungJin Various 541 541 

ChunBuk 
ChunJoo I Various 32 32 

JungEub 

ChunJoo 

KimJae 

Various 236 236 

Various 6 6 

Various 8 8 

빼
 「
뺑
 

M 

뼈
 않 
M 

KuemChun 

KyoungBuk 
WhalSung 

KooMi 

WhaJook 

SamWha 
αoun양Jam) 

SungSan 

SungSoo 

BukSam 

Various 9 9 

Various 771 200 971 

SK 11 71 325 71 

SK 30 207 575 250 

SK 34 138 345 

SK 27-36 161 60 194 

SK 32 133 194 

SK 35 163 148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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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ed I Provable I Prospective Total 

F윗웰§R얹뚫 l------------------------------J-----------------------J-----------~-~=-------L-------~~-~-~~---------L ____________ ~~~~~_ 
WhaGae SK33 57 252 309 
DaeMyung SK33 24 682 706 
DaeSan SK35 501 465 966 

BaikUn SK34 18 18 
._--.----------------. --------’-----.-----------------------.-- .... --------------------------•-------------------------- .. ------------------------.-.---‘-----------------------------------_. 

SarnRyung I SK27 139 I 139 

YangDuk I SK34 18 18 
San(그lung SK34 519 686 1,205 

설§앓짧~----+- 鐵짧 i-------------------------t 靈 t---- 핍 t----------------!짧 
SarnHyeup I SK 30 9 9 

]inGyo SK34 15 15 

Pungαlangl SK33 61 I 571 632 
앉따퍼eoung I SK31 30 30 

E3뽑 t----------~짧~----------t 화'3--------+-----------~----------+--------------~~-----------t--------------------3찮 

했斷낀 
Kahee SK15 90 I 90 

DangSung I 6.959 I 6.959 

S닮nαung I I 15.773 I 15.773 

.뼈마ung I 14.501 I 14.501 

@ 천단위 이하는 절삭함 
@ 자료 :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1996_1231_ 통상산업부l 대한광업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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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적 부존량 

점토광물에 속하는 고령토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부존 

량이 많은 지역을 보면 북미지역이 7，260백만 톤으로 전체 매장량의 38.7%, 유럽지 

역에 6，335백만 톤이 부폰되어 32.2%로 이 두 대륙에 전세계 매장량의 70.9%가 부 

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별로는 미주지역 중에서 미국이 전 세계 매장 

량의 약 36.4%를 차지한다. 고령토의 대한 전 세계 매장량은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Reserves of Kaolin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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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rth America 7,620 38.7 

U.S.A. (κ175) (36.4) 

Others (445) (2.3) 

South America 1,780 9.0 

Europe 6,335 32.2 

u.K. (1,815) (9.2) 

U.5.5.R (2,270) (11 .5) 

Others (2,250) (11.5) 

Africa 725 3.7 

Asia 2,775 13.9 

Australia 455 2.3 

Total 19,690 100.0 

1 , 
i 이

 
4 



4. 수급 현황 

고령토의 국내 생산량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며 l 내수는 물론이고 상당량을 수출 

하고 있다. 국내 고령토의 수급 현황은 Table 4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Table 4와 같 

이 생산량은 점차 감소되어 '96년 기준 2，502천 톤을 생산， 160천 톤을 수출한 것으 

로 냐타났다. 

또한 Table 5와 같이 '97년도 하소 고령토의 수출량은 6，140톤으로 711천불의 외 

화를 획득한 반면/ 수입물량은 21，891톤， 8，532천불을 지출함으로써 수입액이 수출액 

보다(10배 이상)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미 하소 고령토의 수출량은 17，461톤l 금액으 

로는 1，574천 달러 이 었으며， 수입 량은 195，853톤에 41，095천 달러로 상당히 많은 물 

량과 금액이었다. 이러한 원인은 국내에 생산량은 많지만 고령토의 가공기술의 미 

개발로 인하여 가공원료를 주로 외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 

내 고령토의 부가가치 향상 및 수입대체를 위하여는 정제 및 가공기술의 개발이 시 

급하다. 

Table 4. Status of Supply and Demand of Kaoline 

싫순편r 1994 1995 1996 

Last Year 352,052 377,100 28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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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 267,764 289,239 285,209 

Sub. Total 3,295,211 3,458,485 3,07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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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ort 262,493 220,063 159,910 

Residue 377,107 289,813 31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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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atus of Export and Irnport of Kaoline. 

1997 1998 

Materials Export Import Export Import 

Q뻐ntity Amount Q뻐ntity Amount Q뻐ntity Amount Q뼈ntity Amount 
( M/η (1αJO$) ( M/η nαJO$) ( M/η (l<XJO$) ( M/η (l<XJO$) 

Kaolin 6,140 711 21,891 8,532 6,955 430 12,483 4,881 (Calcined) 

Kaolin 17,461 1,574 195,853 41,095 17,547 1,563 171,106 35,174 
(NOtCal따m) 

Kaolin 20 36 52,441 5,982 23,333 3,015 
(αhers) 

Total 23,621 2,321 270,185 55,609 24,502 1,993 206,922 43,070 

m 

ω
 



제 2 절 관련제품의 용도 및 규격 

1. 고령토의 용도별 제품 특성 

고령토의 용도는 다양하지만 고 부가가치를 가지는 분체로서의 용도를 나열하면 

의약품용을 비롯하여 제지용/ 페인트용/ 고무용/ 프라스틱용 및 농약용 둥이고 용도 

는 각국의 산업 발전 형태에 따라 그의 소비구조에 차이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과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1995년도 고령토의 

용도별 소비량과 비교적 저개발국인 중국의 소비량을 비교 정리한 것은 다음 Table 6 

과같다. 

판상의 카오리나이트질 고령토의 매장상태가 양호하고 관련공업이 발전된 미국에 

서의 고령토 소비형태를 살펴보면 세라믹/ 시멘트， 벽돌/ 유리섬유 및 내화물용 둥 

으로의 사용량은 27.3%에 불과한 반면/ 제지용 충전제 및 코팅용으로의 사용량은 

전체소비량의 38.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고령토가 

다양하게 매장되어 있지만/ 그의 소비형태는 내화재와 세라믹용으로의 사용량이 전 

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어l 용도별 수요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미국의 경우와는 판이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카오리나이트질 고령토의 매장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침 

상의 할로이사이트질로서 제지 충전재 용으로는 제약을 받으므로 대부분의 공업 충 

전용 분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생산량으로 집계하면 1997년도 57만 톤이 

생산되었으나 백색의 고령토는 6만 톤에 불과하고y 도색 고령토의 생산량이 23만 

톤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대부분 내화물 및 요업소지용으로 사용되고 기타의 용도 

로는 대부분이 시멘트용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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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sumption of Kaolin in the U.5.A and China 

U.S.A αlina 

Uses 
Consumption Consumption 

Ratio(%) Ratio(%) 
(ton) (ton) 

Paper Coating 2,800,000 29.5 

4,688 2.0 

Paper Filler 853,000 9.0 

Filler 
499,300 5.3 22,269 9.5 

(Others) 

Ceramics 337,700 3.6 105,480 45.0 

Refractory 1,384,800 14.6 93,290 39.8 

Block 230,000 2.4 6,095 2.6 

Glass fiber 402,000 4.2 -

Cement 240,000 2.5 

Catalyst 93,200 1.0 

Chemicals 130,000 1.4 703 0.3 

Export(Others) 2,510,000 26.5 (1,875) 0.8 

Total 9，48α000 100.0 234,4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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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업원료 

요업이란 “가마를 써서 고열로 규산염을 처리하여 생산하는 공업의 총칭”으로 

“비금속 무기재료를 쓰고 제조공정에 있어서 고온처리를 받은 생성물”을 칭하며/ 

벽돌I 기와/ 토관/ 도관 동의 건축용 점토(Structur떠 clay products)와 도기y 자기/ 전 

기애자/ 타일I 위생도기 둥 도자기 (Porcelain， pottery, white ware, china ware) , 내 

화벽돌r 내화몰탈I 단열벽돌， 내화단열벽돌/ 도가니 동 내화물 및 단열재 (Refractories 

and insulators), 연삭지석r 연마포지 둥 연마재 (Abrasives)， 유리， 렌즈/ 유리섬유 둥 

유리 (Glass), 철 법 랑/ 칠보/ 양은 법 랑 둥 법 랑(Porcelain enarnel), 시 멘트 슬레 이 트y 

석고I 시멘트 블록 동 시멘트 및 시벤트 제품(Cement and cement products), 전극y 

흑연도가니l 탄소막대기 동 탄소제품(Carbon products), 실리코니트/ 글로바/ 크립톨 

둥 비금속 발열처Il(r“n-metallic heating elements), 서메트/ 데비트로 세라믹스/ 세라 

믹 툴 둥 신 요업체 (N ew ceramics) 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가. 요업원료의 구성요소 

전형적인 요업제품 중에서도 소결체에 해당하는 제품이 요업제품의 주류를 이루 

는 것이며， 소결체의 주요 구성요소는 가소성 부분(Plastic portion), 비가소성 또는 

결정부분(Non-plastic or refractory crystalline portion)과 융제(유리상， Flux) 둥이다. 

가소성 부분은 가소성을 주어 성형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며l 결정부분은 골격 

을 이루는 부분으로 요업체의 형태를 유지토록 하고r 융제는 결정부분을 서로 결합 

하도록 하는 접착작용을 하는 부분이다. 이 세 부분의 원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서 그것들의 종류， 양적 관계/ 분포 상태 둥에 따라 제품의 특성이 좌우되지만 각 

부분을 대표할 만큼 주요한 원료는 가소성 부분은 점토， 결정부분은 규석/ 유리상 

부분은 장석이다. 각 원료의 특성은 점토는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콜로 

이드 성분이 성형에 필요한 가소성이나 작업성을 주며/ 규석은 소지에 기계적 강도 

를 주고/ 장석은 결합제 또는 유리상을 이루어 접착의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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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성 원료로 사용되는 점토란 천연산의 미세한 입자의 집합체/ 습하면 가소성 

을 나타내고I 마르면 강성을 나타내고l 충분히 고온에서 구우면 소결하는 특성을 나 

타내는 것으로 정의되며/ 광물학적 특징은 주로 알루미나의 함수규산염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점토광물은 다음 세 가지 광물이 주형으로 된다. 

CD Kaolin : Ah03" 2Si02 .. 2H20 

(2) Montmorillonite : (Mg,Ca)O" Ah03" 5Si02" 바-{ZO 

@ Illite : K20 .. MgO" Ah03" Si02" H20 

이러한 점토의 생성원인은 장석/ 운모 및 규석으로 되어 있는 화강암과 기타 화 

성암이 열수작용이나 풍화작용을 받아서 생긴 생성물로서 1차 점토(Residual or 

Prim값y clay)와 2차 점토(Sedimentary or Secondary clay)로 구분되며， 점토광물 

중에서도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Kaolin 광물의 생성과정을 칼리장석이 카오린화 

(Kaolinization)작용을 일으켜서 점토로 되는 과정으로/ 

열수작용 

칼리장석 • 카오린 

K20 .. Ah03 .. 6Si02+2H20+C02 • Ah03" 2Si02" 2H20+4Si02+ K2C03 

즉， 칼리장석이 열수작용을 받아 카오린과 석영 및 탄산칼리가 된다.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난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가 풍수작용을 받아서 이동 

하였다 하더라도 멀리 가서 퇴적되지 않고 근방에 남아 있는 점토를 1차 점토라 하 

고y 풍수작용을 심하게 받아서 생긴 장소에서 멀리 이동하고 천연적인 수비작용에 

의하여 미세 입자만이 한곳에 모여서 퇴적된 상태로 된 것을 2차 점토라 한다 .. 1차 

점토와 2차 점토의 특성은 Table 7과 같다. 

M 

μ
 



접토류를 실용적인 명칭에 의하여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고령토 : 내화도가 높고 소성 색상은 거의 순백인 것으로 따라서 비교적 순도 

가 높은 카오린 광물로서 China clay 라고도 부르며/ 자토도 이에 속한다. 

- 가소성 점토(Plastic clay, Ball clay) 가소성 점토는 2차 접토이며l 극히 미세한 

카오린 광물로 되어 있고I 일반적으로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가소성 

이 크고 건조강도가 크며/ 유리화 범위 (Vitrification range)가 넓고/ 소성 색상이 담 

색이다. 우리 나라에도 여러 곳에서 산출은 되지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적어서 고 

급제품에 적당하지 못하므로 일본에서 목절점토나 와목점토를 수입 사용하고 있다. 

Table 7. Properties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Clay. 

맘operty 암imary Secondary 

Particle Size large sm떠l 

Plasticity bad good 

Impurities low hi양1 

Color V싸ùte dark 

Dried S납en햄1 weak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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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업원료 제품(도자기) 

도자기란 무기물질을 원료로 하여 이것을 단미 또는 혼합하여 미리 성형한 다음 

열을 가하여 경화시킨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도자기는 자기 (porcelai띠， 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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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porcelain) 석기를 개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배합한 소지를 1300"C -145 

ooC 부근의 높은 온도로 유리화(vitrify)하기 까지 충분히 소결한 것이며I 일반자기는 

점토-석영-장석-도석 계의 배합소지인데 이 밖의 특수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특수자 

기라고도 한다. 일반자기의 소지는 대개 백색이고 유리질이어서 홉수성이 없고 투 

광성 (translucency)이 있고 때리면 금속성을 내며 기계적 강도가 크고 그 파단면은 

조개껍질 모양이 된다. 유약은 석회유나 활석유를 사용하는 것이 많고 전기의 불량 

도체이고 강도뿐만 아니라 화학적 내식성， 내열성 둥이 강하다. 초기의 조성은 차오 

린l 점토r 석회석이었으며， 지금은 카오린I 장석l 규석으로 발전하였다. 현재의 종류 

는 다양하지만 조직이 완전히 치밀하고 색상이 하얀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대 

부분의 소지가 투광성을 가지고 있다. 

1) 경질자기 : 카오린-규석-장석의 삼성분계 소지를 SK13-SK16 (1380-1460"C)에 

서 소성한 것으로 주로 중부 유럽에서 유행한 자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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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가까이 넣게된다. 상대적으로 카오린 함량이 줄게 되어 소지의 성형성이 나빠진 

다. 가소성 조성의 1/2까지를 점토로 넣게 되면 1차 소성을 1200-1250 oC , 유약을 입 

힌 후의 소성은 더 낮은 온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화자기"(vitereous china)라 

한다. 적당한 광화제 (mineralizer)를 첨가하면 소성온도는 낮추고 물성도 개선 할 수 

있다. 그 예로는 MgC03, 백운석/ 백 악， BaC03, 활석， ZnO, 인산붕소/ 인산칼슐/ 

apatite, cryolith, CaFι colem없꾀te， Ti02 동을 들 수 있다. 소지의 강도를 높이기 위 

해 서 는 quartz를 cristobalite로 전 이 시 키 거 나 quartz를 Ah03로 치 환시 킨다. 이 러 한 

제품들은 내열성이 좋기 때문에 주방용 식기나 화학공업 분야에서 사용한다. 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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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중에는 18세기 영국에서 개발된 본 차이나(bone china)를 들 수 있다. 조성은 

골회 (50%까지) 외에 카오린과 장석으로 되어 있다. 이 소지는 가소성이 적기 때문 

에 성형이 어렵다. 대부분의 연질자기는 유약을 입히지만 화학공업 목적에 사용되 

는 것은 유약을 입히지 않으며 때로는 표면을 연마 가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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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세라믹스에서의 스테아타이트는 비늦돌을 주 원료로 해서 

만든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형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는 점토를 소성범위를 

넓히기 위하여는 장석을 사용하게 되는데 첨가량은 각각 5, 10% 정도이다. 스테아 

타이트는 고주파 공업에서 절연재료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바륨을 첨가하기 

때문에 바륨스테아타이트 혹은 특수 스테아타이트라 한다. 

• 토기 (clay ware) 토기는 일반적으로 점토로 만들며 시유하지 않는 것이 많다. 

700-800 0C 부근의 비교적 낮은 온도로 소성한 것이 많고 그 소지는 다공질이며/ 

기계적 강도가 낮다. 그러나 전해용 격막I 여과기l 기체 확산용 재료 동의 특수소지 

는 기공의 크기와 분포상태I 기계적 강도I 내침식성/ 전기적 제 특성 둥 여러 가지 

특성이 요구되어 일반적으로 소성온도도 1000 -1050 oC 로 높아진다. 토기제품으로는 

화분/ 테라코타I 화이앙스， 난로용 타일 동을 들 수 있다. 이 중 화이앙스와 난로용 

타일은 유약을 사용한다. 

- 도기 (earthenware) 카오린/ 소성색상이 흰 점토/ 규석 및 융제를 원료로 해서 

제조/ 융제의 종류에 따라 장석질 도기/ 석회질 도기 혹은 두 가지가 혼합된 것 동 

으로 구분한다. 드물게는 백운석I 탄산마그네숨， 활석 둥을 유제로 사용하기도 하는 

데 1차 소성은 1100-1250 oC 에서 행하며 유약을 입힌 후의 2차 소성은 1차 소성보 

다 10aac정도 낮은 온도에서 행한다. 

- 석기(stoneware) 석기의 소지는 여러 점토를 사용하여 만든다. 성형 I 소성/ 사 

용목적에 따라 점토의 종류를 택하되 비 가소성 원료를 첨가하기도 한다. 또한 유 

제로는 장석， p야phyrite， 혹은 basalt를 넣을 수 있으며 가소성을 낮추기 위해서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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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트를 첨가하기도 한다. 특수한 성질/ 예를 들면 내충격성l 내마모성 혹은 열전도 

성을 좋게 할 경우 규석I 용융 알루미나， SiC, Si 혹은 규소철 동을 소지에 첨가하기 

도한다. 

조직은 주로 유리상， mullite, quartz, cristobalite로 되 어 있다. 소지가 quartz와 

cris to balite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큰 기물에서는 Si02 전이온도 부근에서는 

냉각에 주의를 해야한다. 석기는 화학적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하수관 혹은 화학공 

업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 내산성(불산제외 )， 내알카리성이 좋으며 Ba2C03를 첨가 

하면 내알차리성을 더 좋게 할 수 있다. 

일반 도자기 원료로 많이 쓰이는 원료는 점토/ 고령토l 도석/ 장석/ 규석 퉁이며 

이밖에 유약원료로는 석회석/ 활석 둥이 사용된다. 물리적 성질 면에서 도자기 원료 

의 분류는 경질원료(hard material)와 연질원료(soft materi떠)로 분류되는데r 경질원 

료는 규석/ 장석과 같이 일반적으로 석(石) 자로 표시되며 괴상으로 산출/ 그리고 연 

질원료는 점토/ 고령토l 백토와 같이 토(土) 자로 표시되며 분상으로 산출된다. 도자 

기 원료 중 규석은 경도가 커서 분쇄가 힘드는데/ 미리 하소(calcination)하여 급냉 

하면 분쇄가 쉽게 되므로 900 0C 가량으로 하소해서 분쇄하는 것이 좋다. 도자기 소 

지의 종류는 아래 Table 8과 같이 화학용 자기/ 위생도기I 벽타일I 일반자기r 자기식 

기 그리고 골회자기 동으로 구분되며l 소지의 종류에 따라 원료광물의 종류 및 첨 

가량을 달리한다. 

1 
l 
4 끼

 
J 



Table 8. Cornposition of Porcelain Products. 

C 、la~ss~iJiCatP orI。「du~ct Bone 
Chernical Sanitory Tile General Table 

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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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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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cite 0-1 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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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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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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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rophyllite 0-20 - -

Talc - - 0-50 - -

Dolornite 0-3 -

Bone Ash 32-4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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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업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령토의 품질규격은 화학조성/ 소성 백색도I 

내화도로 판정되고 있으며l 고령토의 광물조성 또한 중요하여 원료로 사용할 때에 

는 입도분포/ 가소수량/ 건조강도I 건조수축/ 소성 특성 등을 시험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을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 국내 분류기준에 의한 고령토의 둥급은 아래 Table 9와 

같다. 

Table 9. Classification of Kaolin in Korea. 

Grade Syrnb이 I Whiteness 
F얻@ 

(%) 
SK 

Shrinkage 
(%) 

S야cial 36 below 0.64 10.0 SW I above 87 

1 WA above 83 35 below 0.72 

whi te ~ .. _--------------------•-----------------------• -----------------------•-----------------•------------…-----…* 

5.7 2 WB 34 below 0.82 above 82 

3 WC 32 below 0.95 

11.0 

above 80 

S야cial above 83 SP 36 below 0.72 

1 above 76 36 below 0.75 PA 

pink above 68 2 PB 36 below 1.27 

3 above 67 35 below 2.58 PC 

4 above 63 35 below 2.78 8.9 PD 

잉
 ω 

9.8 

0.2 

12.5 

10.7 

7.1 



또한 외국에서 도자기의 표준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칼스베드산 제트라이트 카오 

린은 Table 10과 같이 산화철과 산화칼숨의 품위가 매우 낮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 

다. 이와는 달리 국내에서 A급으로 거래되는 고령토의 화학성분의 품위는 Table 1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1.61 % Fe203, 0.21 % Ti02, 1.31 % CaO퉁이며 I 백색 고령토의 

품위 는 0.65% Fe203, 0.13% TiOz, 1.37% CaO둥으로 알려 져 있다. 

Table 10. Chernical Cornposition of Zettlitz Kaolin. 

Corr￥lOSition SiÛl AlzÜ3 F얻û3 TiÛl Cao MgO u) Naρ Ig.loss 

αntents(%) 45-48 36-39 0.4-1.0 0.3-0.5 0.05- 0.8 0.1-0.4 0.3-1.0 0.2-0.7 12-14 
」

Table 11. Chernical Cornposition of Dornestic A-Grade Kaolin. 

Grade SiÛl AlzÜ3 F얻û3 Ti<α Cao MgO K2Ü Na2Ü Ig.loss 

PA 45.13 36.66 1.61 0.21 1.31 0.32 0.68 0.52 13.78 I 

WA 44.80 38.09 0.65 0.13 1.37 0.16 0.47 0.57 13.90 

3. 용도별/제품별 가격구조 

국내에서 고령토의 가격은 생산되는 원광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데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고령토는 상급품인 White A급은 거의 채진되어 생산 

량이 미미하며 그 외 White B급， Pink A급 및 B급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가격은 

'90년대 초에는 상승추세가 대단히 완만하였으나 중반기부터 약간 상승하였고/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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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완만한 상승추세였다. 또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제지용 고령토는 가격 

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 Table 12는 연도별 국내산 고령토의 내수와 수 

출 및 수입 고령토에 대한 가격변동을 표시하였다. 

한편 해외에서의 고령토 가격은 산지별 및 용도별로 천차만별이지만 대표적인 

산지와 용도별 고령토 가격을 보면 Table 13과 같다. 

Table 12. Price of Domestic 하ld Imported Kaolin by Y ear. 

싫꽤3뀔 Grade '92 '93 '94 '95 '96 

WB 70 70 70 70 100 
-----‘--------‘----‘_ •• ‘ ‘-------------------- ----------------‘ •• -‘----------------- ----------------- ---------“·‘ ••• ‘ 

Domestic 
PA 50 50 60 60 70 

(l(IDwonj ton) ---------------------- ------------------ ••• ’------------ -------------------- ------------‘ •• ‘---- ------------------

PB 20 25 30 30 30 

WB 183 183 216 246 246 
Export 

--------------------- --------------------- ------------------ ------------------ ------------------- ‘------------------. 
(FOB,$jt) 

PA 90 90 101 116 116 

Import Paper 
274 249 264 269 267 

(CIF，$jη (U.S.A) 

※ 매 연도말 기준 

※ 자료 : 광업요람 1997년 대한광업진흥공사. 통상산업부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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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Prices of Kaoline by Producer. 

Region Price($/t) Specification Rernarks 

15 I crude 
Ohio ~-------------------------~---------------------------------------------------------------------------------------------------1 FOB 

30-40 dried, -30 to -200 rnesh 

20-49 dry ground, air-floated soft, bulk 

79 I general p따pose filler grade, bulk 

95 I NO.3 coating, bulk 

Georgia FOB 
98 I NO.2 coating, bulk 

128 I NO.1 coating, bulk 

329 delarninated, water-washed, paint grade, 
1J.l111 APS, bulk 

ex-CαO야omwa따매11， 75-112 filler 

UK 
FOB 

112~180 I coating 

398 Iwater-washed calcined, paint grade, bags I Calcined, 

507 I paper-grade. bags 
FOB 

--------------.----------•-------------------------------------------------------------------------------------------------, 

Georgia 790 colloidal, bag 

55-65 Sanitary,Bag FOB 

120 I Tableware, bag 

ex-Comwall, 60-120 cerarnlc 

FOB 
UK 120-185 Porcelain 

” m 



4. 기술동향 

고령토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광물의 상태가 미립자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습식 또는 건식방법에 의하여 분체화 할 수 있으며I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입자 

의 크기범위를 조절한다. 

현재/ 제지용 및 충전용 고령토 분체의 생산량이나/ 세계적인 시장 규모면에서 

Table 14와 같이 미국의 생산 및 유통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9，913천 톤을 생산하여 전체의 42%를 점유하고 있으며I 소비량 역시 6，938천 톤으로 

29.4%를 점유y 미국이 세계적인 고령토의 생산국이자 소비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EU 국가에서 4，900천 톤을 생산하고/ 구 소련에서 1，978천 톤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가 가장 많은 미국을 중심으로 고령토 분체의 생산기술 

과 그의 변천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고령토 산업은 1800년대에는 대부분 요업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y 

1920년대 이후/ 제지공업의 발전과 동시에 대규모의 소비시장이 형성되어졌고/ 고령 

토 산업과 기술의 큰 성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생산기술의 적용에서도 건식방법 

과 습식방법을 사용하는데/ 우선 채굴방법은 토사 굴착기 혹은 수력 굴착기를 이용 

하고l 파쇄 후 분체 제조기는 Ring type roller mill 혹은 Table type roller mill을 

사용하는데/ 분쇄기내에 열풍을 도입하여 건조와 분쇄를 통시에 수행하는 것이 특 

징이다. 

습식공정에서는 탈수공정의 효과적인 사용이 중요하다. 고령토의 탈수는 웅집제 

를 사용하여 1차 응집한 후 각종의 여과기를 사용하는데/ 미국 둥에서 많이 사용되 

는 저압여과에서는 55-60%, 유럽에서는 고압여과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I 이 경우 

에 보통 75%의 고체농도를 얻고 있다. 이러한 여과제품은 건조시키기도 하지만/ 미 

국에서는 점차 슬러리 제품으로 생산하는 경향이 많으며I 실제 제지공장으로 납품 

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약 70%를 슬러리(고체농도 70%)로 공급하고 있다. 

- 37-



유럽에서는 약 10%의 수분을 함유한 고령토 pellet을 생산/ 공급하는데 이는 이 

정도의 수분을 건조시키는 것이 수분 전체를 건조시키는 것보다 경제적이며/ 건조 

제품 보다는 사용공정에서 해쇄 및 혼합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이다. 

침출공정은 고령토의 백색도나 광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일부의 오염물을 제거 

하기 위하여 행하는데/ 오래 전부터 많은 종류의 유기시약이 사용되었으나/ 그의 효 

과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Table 14. World Deposits, Production and Consurnption of Kaoline (199이. 

Deposit Production 
Consurnption 

Area Arnount (rnillion ton) (l,OOOton) Nation 
(l,OOOton) 

N orth Arnerica 3,900 9,913 USA 6,938 

Sou th & Central 
700 1,578 USSR 1,978 

Arn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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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U Europe 3,000 3,736 GERMANY 1,401 

Austra허lia 500 2,968 JAPAN 1,298 

Middle-East 1,600 178 FINLAND 975 

Africa 800 312 Others(35nations) 9,516 

Total 13,000 23,585 년헌=--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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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은 sulfuric acid, sodiurn hydrosulfide, zinc 

hydrosulfide 둥을 사용하는 철분의 환원표백， sodiurn hypochlorite, peroxide or 

ozone bleaching을 이용하여 유기질 오염물을 제거하는 동의 공정이 이용되며/ 기 

타 부유선별 방법으로는 ultraf1otation, selective flotation이 이용되며I 근래 들어 자 

속밀도를 향상시킨 고구배 자력선별(WHGMS) 방법 둥이 이용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는 delarninated kaolin(c1ay) or fractured kaolin(c1ay)이라는 상품을 

개발하여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I 이 기술은 입자군에 강력한 전단웅력을 적용시켜 

서 편상의 입자를 손상시키지 않음으로서 고광택도의 미분체를 얻을 수 있도록 하 

는 기술로서 최근 제지공업에서는 그의 사용이 하나의 고유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I 고령토는 친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기상에서는 분산효과가 낮기 때문에/ 

19601년대부터는 arnine salt, resin, plastic 및 기타의 유기물을 이용하여 고령토의 

표면을 처리하므로서 유기상에서의 반응성을 향상시킨 organo kaolin(c1ay) 이라는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으며I 고령토를 소성하여 결정수를 제거한 calcined 

c1ay(kaolin)라는 제 품이 개 발되 였다. 

고령토를 소성하여 결정수를 탈리시키면 고령토가 가지는 고유의 굴절율이 변화 

(1 .56→1.62로 향상) 됨으로서 종이 및 페인트 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불투명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제품이 된다. 이 기술은 1960년대에 개발되어 페인트 산업 

에 접목되기 시작하였으며， 1970-1980년대에는 불투명성을 향상시칸 초미립 분체 

로서 제지공업에서도 그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산화티탄(Ti02) 분체의 

대체재로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고령토의 사용자들은 계속하여 고품질의 고령토 분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1 수요 

에 부응하는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더욱 북잡한 공정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발분야 

로는 저마모성 분체의 개발과 불투명도를 향상시킨 제지 코팅용 초미립 소성 고령 

토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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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고령토와 cationic polyelectrolyte를 반응시켜서 화학적인 구조를 가지는 

안료를 개발한 바 있는데， 이 제품의 경우/ 불투명도면에서는 일반 고령토 분체보다 

우수하였으나/ 소성 고령토보다는 못하여 상용화되지는 못하고 있으며I 제지업계에 

서는 피복중량이 적으면서도 효과적인 분체/ 더욱 높은 불투명도를 가지면서 표면 

윤활도가 좋은 분체 및 광도가 우수한 분체 동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5. 고령토의 정제 기술 현황 

가. 건식 정채기술 

건식정제 기술은 습식정제 기술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건식 정제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점토광물에는 점토와 같이 연질이고 미립으로 산출되는 광물과 

석영둥 경질이고 굵은 상태로 산출되는 광물이 혼합되어 잇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 

질의 광물은 외부로부터 약간의 충격만 가해져도 미립화가 쉽게 이루어지는 반변 

경질의 광물은 미립화가 어렵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질의 광물을 미립화시키는데 

불리한 즉/ 미립화를 이루지 못하는 분쇄기를 사용하여 혼합된 광석을 분쇄하게 되 

면 연질의 광물은 미립화가 이루어지고 경질의 광물은 굵은 상태로 남게 되어 단체 

분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태의 혼합광물을 공기 분급기를 사용하여 분급하여 

입도 분리를 이룬다면 연질의 점토광불과 경질의 불순물이 분리/ 정제가 이루어지 

는 매우 단순한 공정이다. 특히 단체분리를 위하여 분쇄시 연질의 점토광물이 미립 

화 됨으로써 접토광물의 물성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건식 정제기 

술은 단체분리를 위한 해쇄기술과 단체 분리된 입자의 효과적인 분리를 위한 분급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나. 습식 정채 기술 

습식 정제기술은 선택응집을 포함한 수비/ 자력선발 부유선별 동의 물리적인 처리법을 비 

롯하여 화학처리법/ 미생물 처리법 그리고 이들을 병용하는 정제기술 퉁이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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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버 

이 방법은 점토의 미세입자를 각 입자별로 분급하는 방법으로서 입자의 비중 차를 

이용하여 물을 매체로 분급하는 방법이다. 수류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수비조작은 

특히 점토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입도를 분리하는 이외에 가용성 염류의 제거 

도 조작에 포함되므로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분리정제 조작이라 할 수 있다. 

침강의 기본은 중력가속도 하에서 액체 또는 기체 속을 고체가 이동하는 운동을 

지배하는 법칙인데r 이중 특히 유명한 것이 1850년에 발표된 Stock's의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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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V는 입자의 이동속도， δs 는 입자의 밀도I δ 는 액체의 밀도I g는 중 

력가속도， d는 입자의 직경을 나타내고 았다. 정수(靜水)중에서 입자를 침강시켜 분 

리할 경우에는 Stock's 법칙으로 계산하여 분리조건을 구하게 되나/ 반대로 물을 흘 

려가면서 분리할 경우에는 점토입자가 일반적으로 편평하기 때문에 운동이 일정하 

게 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Rittinger의 식을 사용한다. 

v= 이 d k( ð s- ð) 

이 식에서 V는 유체의 속도(rnmj sec), ð s 는 입자의 밀도/ δ 는 액체의 밀도， dK 

는 입자가 운반되는 최대 입경 및 C는 각각 상수(constant)를 나타내고 있다. 

수비를 공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원광을 물과 혼합하여 팽윤시켜 분산시킨 

후/ 조립자(組拉子)를 체질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제거하고/ 부유하는 점토를 수류를 

이용하여 운반하여 미세부분을 모아서 침전조에 보내고 응고제를 첨가하여 점토를 

침전시켜 fil ter press와 같은 방법으로 고-액 분리를 하는 것이다. 

습식싸이클론 

습식싸이클론은 수비 및 농축을 위하여 사용되며 원심력을 이용하는 장치로서 설 

비비가 저렴하고l 구조가 간단하여 고장이 적고r 좁은 면적에서도 설치 가능한 이점 

- 41-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싸이클론 내의 유체 및 입자의 흐름이 복잡하며 입자 상호 

의 영향이 크고 또한 싸이클론 하부의 유동이 고체분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I 

미립자의 분급에는 아직 난점이 있다. 또한 재료변에서 노즐은 현저하게 마모율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가 문제가 된다. 분리할 입자가 미세할수록 싸이클론이 직 

경을 작게 하여야 하므로 소형 싸이클론을 여러 개 병렬로 설치하고/ 도입관/ 배수 

관/ 입자 취출구를 공동으로 한 멀티 싸이클론이 사용된다. 

중액분리 

점토 중에 존재하는 이종광물을 매질의 비중을 변화시켜 그 비중차로 분리하는 

방법인데/ 일정한 입도로 체질한 시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여기에는 고 비중액을 사 

용하는데 몇 가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 다울레 액 

증류수 80cc에 브롬화 제 2 수은 270g, 브롬화 칼리 230g을 용해하고/ 자기로 만 

든 증발접시 위에 놓고 가열하여 그 표면에 결정성 피막이 형성될 때까지 증발한 

것을 사용한다. 이것을 물로 적당히 희석시키면 비중 1 - 3.2(18 OC)에서 임의의 액이 

얻어진다. 

2) 브롬포름(CHBr3) 

비중 2.89(15 0C)의 액으로서 점토광불과 다이아스포어의 분리에 좋다. 

3) 요드화 메틸렌 

비중3.28(15 0C) 황색 또는 적갈색의 액체인데/ 브롬포름과 같고 점토광물과 비접토 

광물의 분리에 좋다. 

4) 클레리시 액 

이들 중액으로 점토광물을 분리하는데는 우선 작은 분액 여두에 가장 비중이 높은 

상태로 농축한 중액을 넣고/ 여기에 광물분말을 투입하면 대개의 경우 모두가 중액 

위로 뜨는데/ 이때에 증류수를 조금씩 첨가하고 잘 흔들어 점차 액 비중을 낮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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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점토입자 중에 가라앉기 시작하고/ 첨가수를 적당히 조절하여 분리를 완수할 

수 있다. 

이 중액 분리에 대해서는 우선 분리하는 시료 입도를 잘 분류하여 두는 것이 필 

요하고/ 또한 현저하게 미세한 입자는 표면장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액보다 무거워 

도 뜨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점토광물 중에는 염기치환성질이 현저히 많은 것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유기화 

합불과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범은 접토광물의 중액 분리에서 가장 주 

의를 요하는 점이다. 

자력선별 

자력선별이란 자성 차이를 이용하여 고체물질의 분리를 행하는 방법이다. 물질은 

모두 자성을 갖는데 일반적으로 장자성(彈磁性)， 상자성(常磁性) 혹은 반자성(反磁 

性) 중 어느 한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모든 물질의 분류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나y 실제로는 강자성/ 약자성 및 강한 상자성 물질의 분리까지 가능하 

고 약한 상자성 물질 혹은 반자성 물질의 상호분리는 곤란하다. 

자력선별법에서는 분리대상이 되는 분말/ 즉 예를 들어 균일한 조성을 갖는 강자 

성 입자군과 균일한 조성을 갖는 반자성 입자군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일 때I 자성 

에 확실한 구별이 되는 경우가 적고 양자 사이에 강자성물질과 반자성 물질이 여러 

가지 비율로 함유되어 있다. 이른바 미들링 입자가 연속적으로 함유하는 일이 많고y 

따라서 자력 선별법은 엄밀히는 그 자계에서 홉인될 만큼 자성을 가진 입자군과 그 

이외의 입자군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자력 선별법에는 예를 들면/ 자계에 홉인되는 강자성 입자군을 목적으로 분리 채 

취하는 경우와 강자성 불순물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최종 산물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분리하여 미들링 업자 혹은 포위된 비자성 입자를 제거 정선 

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 
잉
 



다음으로 자력선별의 분류에 대해서 본다면 건식분리와 습식분리 이외에 자계강 

도에 따라서도 분류되는데 비교적 약한 자계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을 약자계 

분리I 강자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강자계 분리라고 한다. 그 경계는 강자성분말의 분 

리가 거의 완료된 자계강도와 N, S 이극 병렬에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발생하는 자 

계강도 한계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2,000 - 2,500 Oe 정도이다. 철분， 자철광/ 사광 동 

의 분리가 1,000 -1,500 Oe 이고/ 자황철석의 분리가 대개 2,500 Oe에서 완료된다. 

상술한 것 이외에 교류에 의해서 일어나는 교류자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류분리 

법/ 이에 반하여 직류전자석에 의한 정자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직류 분리법이라 부 

르기도 한다. 

최근에는 영구자석에 의한 정자계형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자계강도가 최고 

30,000 Oe 혹은 그 이상이고 강자계형에 속한다. 강자계형의 한계는 초전도 코일 

동으로 하면 무한하지만 현재 공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로는 40,000 - 50,000 

Oe 정도이다. 

일메나이트y 적철광l 망간광 둥과 같이 자성이 약한 광물의 분리는 고강도의 자계 

를 갖춘 자력 선별기를 필요로 하나 고자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설비가 필 

요하게 되고/ 비교적 처리용량이 작은 것이 결점이어서 종래 부터 여러 가지 장치 

가 개발되어 사용되었으나 반드시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었다. 더욱이 이러한 종 

류의 강자계형 자력 선별기는 복잡하고 여자(顧磁)를 위한 대전류가 필요하여 가동 

비용도 그다지 저렴하지 않다는 결점이 있다. 

정전션광 

정전선광법은 이종광물(異種鍵物)의 대전력차(帶電力差)를 이용하여 이들을 분리 

선별하는 방법인데I 이 원리는 광물이외의 고체원료 분리에도 응용되는 것이다. 이 

것의 원리는 직류고압전극(10，000 -30，OOOV)의 부전압(負電壓)과 이에 대향하여 부착 

시킨 저속회전의 접지로터와의 사이에 형성된 정전장에 건조한 광물입자를 보내면 

이들 각 입자의 표면에 전기를 대전하는 성질에 강약이 있기 때문에 양도체의 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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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즉시 전자를 잃고 반발되고/ 불량도체인 광립은 롤러 표면에 부착한 상태로 밑 

에 운반되어 브러시로 쓸어 내린다. 그런 까닭에 밑의 광물 집합 상자의 위치를 적 

당히 조절하면 낙하 위치에 따른 분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로터와 로터사이에 

서 방전시켜 강력하게 하전시켜 분리효과를 거두는 방식도 쓰인다. 

부유선광(Flotation) 

부유선광이란 미분상의 광석을 함유하는 현탁액 중에 파인오일(pine oil)과 같은 

물의 표면장력을 악화시키는 성질의 물질， 즉 기포제를 첨가하여 교반하고 무수한 

기포를 만들어 여기에 목적광물을 부착시키는 이른바 포말로써 부유시켜 특정광물 

을 포집하는 작업이다. 

광물에는 황화광물과 같이 물을 홉착하기 어려운 친기성 광물과 산성광물과 같이 

물에 홉착하기 쉬운 친수성 광물이 있다. 친기성 광물은 쉽게 기포에 부착할 수 있 

으나 여기에 잔세이트(xanthate)나 에어로플로트(aerofloat)와 같은 포수제를 첨가하 

면 이 작용이 촉진된다. 광물이 기표에 부착하기 쉽다는 것은 결국 광물표변 성질 

에 관한 문제로서/ 친수성 광물도 표면처리로 친기성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역 또한 

가능하다. 

접토의 정제에 부유선광법을 이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고I 납석이나 도석중에 

혼재하는 황화철을 제거하는 방법은 널리 쓰이고 있다. 이 경우의 부선제로는 올레 

인산소다， 파인오일 동유/ 케로신(kerosene) + 클레소오트 혼액I 잔세이트 + 파인오 

일 혼액 퉁이 쓰인다. 

일반적으로 시약은 희석용액으로 사용되고I 사용량은 광석처리량에 비해서 적은 

양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부유선별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별하면 

(a) 교반기에 의하여 수변에서 공기를 홉입시켜 기포를 발생시키는 기계 교반형 

(b) 압축공기를 주입하여 발포시킨 공기 혼화형 

(c) 감압에 의한 기포가 용액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스 석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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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눈다.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a)형에 속하는 것이고/ 방사상 임 

펠러에 의하여 혼화하는 파렌발트(Fahrenwald)형이 있다. 

광액은 급광관을 통하여 회전하는 임펠러 위에 공급되고 사방에 흩어지기 때문에 

감압이 일어나며/ 부압에 의해서 공기 파이프로부터 공기를 흡입하고 기포에 의한 

혼화가 행하여진다. 밑에서 교반이 되면 광립이 상승하면서 기포에 부착하고y 이어 

서 상승하여 표면의 기포 층에 이른다. 보통 점토광물에서는 납석이나 도석 중의 

황화철을 분리하거나I 규석중의 장석 운모， 철광석의 분리， 그리고 마그네사이트/ 돌 

로마이트I 크로마이트 동으로부터 규산광물 동의 제거 동에 응용되고 있다. 

화학적 처리법 

점토중의 철 화합물 종류는 점토의 성인 혹은 화학적 환경에 따라서 다르나 보통 

저결정질의 수산화철은 점토에 코로이드 상태로 부착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기계 

분리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I 탈철법으로는 환원 용출법/ 산화 용출법I 승화법/ 산 

용출법 등의 화학적 방법이 종전부터 시도되었는데/ 점토광물의 성질을 잃지 않고 

조작이 신속 또는 간편해야 하며/ 또한 처리 후의 폐기물 회수가 용이해야 한다. 

이상에 언급한 바와 같이 습식 선별법은 선별효율은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매체로써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μm 정도의 미립 정제 고령토를 탈수y 건 

조I 해쇄 동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습식 공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습식 공정에 비해 

공정이 매우 간단하며 경제적인 건식 정제기술을 이용하여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건식 정제 공 

정에 의한 연구결과를 기존의 습식 공정에 의한 정제시럼 결과와 비교 검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I 국내 고령토를 대상으로 습식 및 건식 정제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현장에서 실용 가능한 정제기술을 개발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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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mesh Tyler standard sieve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굵은 산물(coarse particle 

;+325mesh)과 가는 산물(fine particle -325mesh)로 분립하여 각 산물에 대하여 

XRF를 사용하여 정량분석을 행하여 분쇄율에 따른 산물의 품위변화를 검토하여 적 

정 분쇄율을 규명하였다. 고령토와 불순물인 석영/ 장석 그리고 산화철과의 단체분 

리를 위한 해쇄 실험과 해쇄 산물의 입도 분리 및 화학분석을 통하여 적정 해쇄 조 

건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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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방법 및 결과 

제 1 절 질험방법 

1. 기초질혐 

본 실험에 사용된 원광석은 15wt.%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자연상태 

에서 3일 동안 건조하여 수분함량을 6wt.% 정도가 되도록 건조한 후/ 콘 크렷셔 

(Cone crusher, Marcy Gy-Roll Crusher, Svedala Industries, U.S.A)를 사용하여 3mm 

이하로 파쇄하였다. 파쇄된 시료는 시료 채취기( PT1000, Retsch Co., U.s.A)를 사 

용， 일정량씩 채취하여 별도로 보관l 실험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먼저 원료광물의 광물학적 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X선 회절(X-ray diffraction 

XRD, Philips)분석 및 광학현미경(반사 및 편광) 감정을 하였으며， X선 형광(X-ray 

Fluorescence XRF, Philips)분석을 이용하여 정 량분석을 행하였다. 또한 원광의 입 

도 분포와 입도별 품위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25%solids 농도를 유지하면서 스크 

러버(Scrubber， Denver, U.S.A)를 사용하여 20분 동안 해쇄 후 Tyler standard sieve 

를 사용하여 습식 체질 및 탈수 후 각 산물을 100 ::t 5 oc 의 공기 순환식 건조기 내에 

서 충분히 건조하여 입도별 분포율과 정량분석을 행하였다. 

파쇄된 시료는 고령토와 불순물과의 단체분리를 위하여 Photo 1과 같은 실험실 

규모의 충격 식 분쇄 기 (Fine-Impact Mill, 100 UPZ, Alpine, German)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충격식 분쇄기는 햄머 밀과 유사하지만 분쇄기 하단에 grid가 없으 

며I 분쇄효율 향상을 위하여 분쇄매체 외부에 요철 모양의 외벽을 설치I 분쇄매체에 

의 충격과 외벽에 다시 부딪혀 2중으로 분쇄가 가능하다. 분쇄매체(plate beater) 회 

전수는 18，000rpm까지 조절 이 가능하지 만 불순물의 미 립 화 방지를 위 하여 5,000, 

7,000, 9，00Orpm으로 각각 변화시키면서 해쇄 실험을 하였다. 해쇄된 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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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mesh Tyler standard sieve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굵은 산물(coarse particle 

;+325mesh)과 가는 산물(fine particle -325mesh)로 분립하여 각 산물에 대하여 

XRF를 사용하여 정량분석을 행하여 분쇄율에 따른 산물의 품위변화를 검토하여 적 

정 분쇄율을 규명하였다. 고령토와 불순물인 석영/ 장석 그리고 산화철과의 단체분 

리를 위한 해쇄 실험파 해쇄 산물의 입도 분리 및 화학분석을 통하여 적정 해쇄 조 

건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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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Photograph of Laboratory Impact Mi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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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조건으로 해쇄된 산물은 불순물과 고령토가 혼입된 상태이므로 이들의 분 

리를 위한 분급실험을 수행하였다. 분급실험은 Photo 2의 독일 Alpine사의 공기분 

급기 (Air. classifier, 100MZR, Gerrnan)를 사용하여 최대 분급입도를 43, 27, 18μm을 

기준으로 분급f 각 산물의 생산율을 확인하고 산물에 대한 화학분석은 물론이고， x
선 회절 분석 그리고 광학현미경 감정을 통하여 분급 산물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고령토와 같은 요업원료는 화학적 품위도 중요하지만 가소성/ 소성 백색도/ 

입도분포/ 건조강도/ 건조수축/ 소성특성 등 물리적 성질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바/ 그 중 가장 중요한 특성 인 가소성 (plasticity)과 소성 백 색 도(calcined 

whiteness) 그리고 수축율(shrinkage)을 원광과 정제 고령토에 대하여 측정하여 물 

리적 성질의 변화를 관찰/ 정제 고령토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가소성 측정은 독일의 Pfefferkom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측정시료에 22-25wt.% 

정도의 물을 첨가하여 높이 40rnrn(Ho)의 원통형 시편을 만들어 일정한 높이에서 

1192gr.의 원판을 수직으로 낙하r 낙하 후의 시편의 높이 (Hl)를 측정하여 Ho/Hl의 

비를 계산하고y 변형된 시편을 100 0C 건조기 내에서 24시간 동안 충분히 건조 후 

시편의 함수율을 측정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시료에 수분 첨가량을 변화시키면서 

Ho/Hl의 비가 3.3 이전부터 이후까지 수회 반복 후 각 지점을 Plotting하여 Ho/Hl 

비율이 3.3되는 지점의 수분함량을 시료의 가소성 치로 하였다. 

소성 백색도는 시료를 1230 0C 에서 1시간 동안 소성 후 일본 Minolta사(Model 

CR-200)의 Colorirneter로 측정한 뒤 Hunter' s whiteness로 환산하여 소성백색도 수 

치를 구하였다. 소성 백색도를 1230 0C 에서 소성 후 측정한 이유는 일반적인 도자기 

제조시의 소성온도에 따르기 위함이었다. 또한 수축율은 압축 성형기에서 직경 

46.5rnrn 크기의 원판을 800kg/ c며 압력으로 성형하여 전기로에서 1230 0C 에서 1시간 

동안 소성한 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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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Photograph of Laboratory Air Class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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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모확대 질험 

규모확대 실험은 기초실험에서 얻어진 최적의 조건을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규모확대 시 도출 가능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 기초실험에서 사용한 장비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는 기종 중 산업 현장에서 쉽 

게 적용이 가능한 장비를 선정 실험하였다. 

따라서 기초실험에서 원료광물의 해쇄에 사용한 임팩트 밀과 메커니즘이 유사한 

Photo 3과 같은 햄머 밀을 사용하여 건식 해쇄실험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햄머 

밀은 회전수를 고정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임팩트 밀과 미립자(-325mesh) 발생율이 

유사한 회전수로 고정 유지하면서 해쇄실험을 수행하였다. 

해쇄된 산물은 내장된 Rotor 회전수의 차이에 의하여 분급이 가능한 50ATP 

(Alpine, German, Photo 4참조)를 사용하여 각 분급점 별로 분급/ 분급산물에 대하 

여 화학분석을 거쳐 최적의 조건을 확립하여 시제품 생산을 위한 분급실험을 수행 

하여 가는 산물을 최종 정광으로 회수하였다. 이때 발생되는 굵은 산물(주로 회장 

석)은 함철광물을 함유하고 있으나 비교적 단체분리가 잘 되어 탈철이 비교적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되고I 굵은 산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건식 자력 선별기(LjPI0-30， 

Intemational Process Systems, Inc. ，USA)를 사용하여 함철광물을 제거하였다. 이러 

한 산물은 기초실험에서 생산된 각 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물성 검토실험을 수행 

하였다. 실험 공정은 다음 Flowsheet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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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Photograph of Hammer 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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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4. Photograph of Air Classifier(50A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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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sheet 1. Flow diagrarn of test. 

(water content ::::: 6wt. %) 

(Cone cru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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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습식 정제질험 

습식 실험에 사용된 원광석은 경남 산청의 대명 고령토 광산에서 생산되는 백색 

고령토 B급(White B:이하 WB로 칭함)과 C급(이하 WC로 칭함)으로서 저급 도자기 

용으로 판매되는 광석이다. 원광석은 lSwt.%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자 

연상태에서 3일 동안 건조하여 수분함량을 6wt.% 정도가 되도록 건조한 후/ 콘 크 

렷셔를 사용하여 3mm 이하로 파쇄하였다. 파쇄된 시료는 시료 채취기를 사용/ 일정 

량씩 채취하여 별도로 보관I 실험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상기 시료를 제 3 장 1절에 언급한 건식분쇄 및 분급실험과 같은 조건으로 처리하 

고자 하였다. 즉/ 햄머 밀(H없nmer Mil1)를 사용하여 wheel speed를 %에rpm으로 

하여 분쇄하였다. 이 시료를 광액농도 6%, 8% 및 10%가 되도록 칭량한 후， 스크러 

버를 사용하여 10분 동안 해쇄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슬러리를 4000CC용량의 

volumetric cylinder에 옮겨 넣고 표선까지 물을 채워 충분히 분산시킨 후 정치시켰 

다. 일정시간 경과하여 굵은 입자와 비중이 높은 입자가 침강한 후l 일정 높이 이상 

에 부유되어 있는 산물을 취하고， 가라앉은 sink 산물은 다시 4000CC 까지 물을 채 

워 재 분산시킨 후 상기조작을 3회까지 반복하였다. 

철 화합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Float 산물과 sink 산물을 각각 습식자력 

선별을 행한 후/ 각 산물을 탈수하여 100 :t S.C 의 공기 순환식 건조기 내에서 충분 

히 건조하였다. 각 산물의 생산율을 확인하고 산물에 대한 화학분석， X-선 회절 

(X-ray diffraction:XRD) 분석/ 주사전자 현미경(Sca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관찰 그리고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감정을 통하여 각 산물의 특성 

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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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질혐결과 및 고찰 

1. 원료광물의 광물학적 특성 

연구 대상시료는 부존량이 풍부하고 채광활동이 활발한 경남 하동지역의 하동 카 

오린 광산 시료와 산청지역의 대명 고령토 광산에서 생산/ 저급 도자기용으로 판매 

되는 백색 B급과 C급 고령토를 대상으로 하였다. 건조된 시료는 파쇄 및 시료채취 

기를 사용하여 광물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시료로 준비하였다. 광물학적 

특성은 XRF에 의한 화학분석， X-선 회절분석에 의한 조암광물 규명 그리고 조암광 

물의 산출상태를 규명하기 위한 현미경 감정을 하였다. 

다음 Table 15는 각 원광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이다. 대명 WB급의 품위는 

45.0%Si02, 36.2%Ah03, 1.14%Fe203, 3.6 % CaO, 0.16%TiO강 12.4%Ig.loss이 었으며/ 

WC급은 48.4%Si02, 31.0%Ah03 ,l.07%Fe203, 10.5%CaO, 0.15%TiO강 5.7% Ig.loss로서 

WB급의 경우 산화철의 함량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WC급 고령토는 실려카 

함량이 높고 알루미나 품위는 낮았으며/ 특히 도자기 제조시 가소성과 건조강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화칼숨의 품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하동 고령토 역시 유사하게 나타나 하동 WB급 고령토의 품위는 45.6%Si02, 

34.5 % Ah03, 1.06 % Fe203, 5.0%CaO, 0.24%Ti02, 11.4%Ig.loss이 었으며， WC급은 

46.3%Si02, 33.4 % Ah03, 2.22%Fe203, 4.8 % CaO, 0.34%Ti02, 11.0%Ig.loss로 WB급과 

WC급이 유사한 화학품위는 나타내고 있었으며I 이산화티탄의 품위와 WC급의 산화 

철의 품위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화학분석 결과 원광석에는 산화칼숨 동 불순물의 함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불순물 동 조암광물의 종류와 함량을 규명하기 위한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다음 Fig. 1 -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1은 대명 WB급 시료의 X-선 회절 pattem 

으로서 주 구성 광물은 anorthite{(Ca,Na) (Si,Al)40sJ, rnontmorillonite{Na,Ca)o.3 

(Al,Mg)2ShOlO(OH)Û, kaolinite{AhShOs(OH)4), rnuscovite{ (κNa)(Al，Mg，F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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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o.9)이로서 산화칼숨의 근원이 되 는 광물은 anorthite와 rnontmorilloni te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명 WB급에 함유되는 rnuscovite는 순수한 상태가 아니고 철l 

마그네숨I 나트륨 이온 둥이 치환되어 철분/ 산화나트륨/ 산화마그네숨의 품위를 높 

이는 근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유사하게 Fig. 2의 대명 WC급 시료에도 WB급 시료에 수반되는 anorthite, 

rnontmorillonite, kaolinite, rnuscovite 이 외 에 laurnontite( Úl4AlsSh60빼6H20)가 수 

반되었으며， anorthite 봉우리가 타 광물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나타나 산화철의 품 

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정량분석 결과 WC급 원광에는(WB급 시 

료는 정량분석 결과 신뢰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표기하지 않음) kaolinite 함량 

이 7.4wt.%(오차범위::t 0.46%)에 불과한 반면 anorthite 함량은 76.7wt. %(오차범위::t 

0.83%)로 대부분이 풍화가 덜 진행된 anorthite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laurnonite 3.8wt. %(오차범위: :t 0.23 %), rnontmorollite 3.4wt. % (오차범위::t 

0.50%), rnuscovite 8.6wt. %(오차범위::t 0.70%)로 rnuscovite의 함량이 낮아 타 불순 

성분에 비하여 산화철의 품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 Fig. 3은 하동 WB원광에 대한 x-선 회절 분석 결과로서 주 구성광물은 

떠bite{Na(ShAl)Os}， anorthite{(Ca,Na) (Si,Al)40s}, 백 운모{KAhShAI010(OH)2}， 석 영 

(Si02), 고 령 토{AhShOs(OH)4}， trernolite{Ca2MgsS뼈022(OH)Û， rnontmorillite{ (Naζa)o.3 

(Al,Mg)2ShOlO(OH)Û 둥으로 대명 시료에 비하여 조암광물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타 

났으며/ 원광석에 장석류의 혼입이 많아 산화칼슐의 품위가 5.0%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모암의 풍화가 덜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Fig. 4의 WC급 시 료는 rnontmorillite{Na，Ca)o.3(Al，Mg)2ShÜto(O데2}， 백 운모{KAhS섭 

AlOlQ(O데2}， rnagnesiohombl안lde{(Ca，Na)2.26(Mg，Fe，Al)S.15Si，A)， 고령토 {Al2Si2Üs(O데4}， 

anorthite {Nax(Al,Mg)2SÏ40 1O(OH)2zH20}, 석 영 (Si02)등으로 구성 됨 을 알 수 있었다. 

띠
 꼬 



Table 15. Result of Chemical Analysis for Samples. 

Composition(% ) 
Sample Grade 

Si02 Ah03 Fe20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WB 44.98 36.21 1.14 3.61 0.32 0.60 0.85 0.16 12.42 

DaeMyung 
WC 48.44 30.98 1.07 10.53 0.33 0.53 2.39 0.15 5.70 

WB 45.59 34.49 1.06 5.03 0.25 0.52 1.26 0.24 11.38 

HaDong 
WC 46.30 33.39 2.22 4.79 0.57 0.47 1.17 0.34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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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X-ray diffraction pattem of Daemyoung WB-Grade raw 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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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X-ray diffraction pattem of Daemyoung WC김rade raw 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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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X-ray diffraction pattems of Ha-dong WB-Grade raw 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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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X-ray diffraction pattems of Ha-dong WC-Grade raw 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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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회절분석 결과 주 구성광물은 확인하였다. 그러나 주 구성광물의 산출상태 

는 물론이고 소량 수반되는 광물을 광학 현미경 감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광학 

현미경 사진의 범례는 아래에 표기하였다. 대명 WB， WC급 시료에 대한 현미경 감 

정 결과 주 구성광물은 일반적으로 침상의 고령토(halloysite)와 사장석 (plagioclase) 

에 속하는 회장석( anorthi te )과 조장석 (albite) 이며/ 철 산화물은 갈철석 (imonite)과 적 

철석 (hematite)이 주로 수반된다. 함 이산화티탄 광물로는 티탄철석(ilmenite)과 스핀 

(sphene)과 금홍석 (rutile)등 다양하게 산출되며/ 티탄철석은 단독으로 산출되나 대부 

분 스핀에 둘러 쌓여져 있어서 완전 윌식 형태를 보인다. 

운모류는 백운모(muscovite)와 흑운모(biotite)가 산출되며/ 특히 백운모는 XRD 

감정결과 화학식은 {(K,Na) (Al，Mg，Fe)z(Sb.Alo.9)O}로 Na, Mg, Fe이온이 치환되어 흑 

운모와 같이 철분을 배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운모류는 건식 정제 시 고령토 

와 같이 거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분을 제거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석영은 단독으로 산출되기도 하지만 그 양은 미량이며/ 착색광물로는 녹니석 

(chlorite), 녹염석 (epidote)이 수반되고 간혹 각섬석(homblende)도 보인다. 

다음 Photo 5와 Photo 6은 대명 WB급 시료에 대한 광학 현미경 사진으로 사장 

석은 비교적 굵은 상태로 산출되며/ 단체 분리된 스핀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굵은 

입자의 녹염석도 관찰되었다. 

Photo 7 및 Photo 8은 대명 WC급 원광에 대한 광학 현미경 사진이다. 사장석 내 

에 철 산화물인 갈철석이 배태되고 있으며/ 특히 백운모는 사장석과 단체 미분리된 

상태로 산출되기도 하나， 대부분이 단체분리된 상태의 백운모가 관찰되었다. 

Symbol Mineral Symbol Mineral Symbol Mineral Symb이 Mineral 

PI Plagioclase Il Ilmenite Qz Quartz Sp Sphene 

Li Limonite Ch Chlorite Mu Muscovite Ep Epiodite 

He He Ho Homblende Bt Bio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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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5. Optical Micrograph of Daemyung WB-Grade raw ore. 

Photo 6. Optical Micrograph of Daemyung WB-Grade raw 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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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7. Optical Micrograph of Daemyung WC김rade raw ore. 

Photo 8. Optical Micrograph of Daemyung WC-Grade raw 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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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가름 질험 

원광의 광물감정 결과에서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불순물은 주로 장석과 운모 

그리고 녹니석 등으로 이러한 광석은 고령토에 비하여 비교적 굵은 상태로 단독으 

로 산출되고/ 경도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원광석 역시 입도에 따 

라 화학성분이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입도분포에 따른 성분의 

변화와 불순광물이 비교적 많이 농축되는 입도를 규명하고자 원광에 대하여 입도분 

석 및 화학분석 을 수행 하여 다음 Table 16 - Table 19에 기 재 하였다. 

Table 16은 대명 WB에 대한 체가름 실험결과이다. -325mesh 산물의 양이 62.6%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y 품위는 44.5%Si02, 37.9%Ah03, 

1.14%Fe203, 1.2%CaO, 0.11 %Ti02로서 원광에 비하여 알루미나 품위는 높으며l 실리 

카 품위는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특히 산화철과 이산화티탄의 품위는 미미하지만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 보다 굵은 입자는 이와는 반대 현상으로 

16mesh 보다 굵은 입 자는 46.3%Si02, 32.19 % Ah03, 1.94%Fe203, 6.9 % CaO, 

0.40%Ti02로서 원광에 비하여 불순물에 의한 품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7은 대명 WC에 대한 체가름 결과이다. WB급에 비하여 -325mesh 산물의 

양이 상당히 적은 35.7% 이 었으며/ 품위는 48.5 %SiO강 34.0%Ah03, 1.72%Fe203, 

3.7%CaO, 0.14%Ti02로서 원광에 비하여 알루미나 품위는 높으며 y 실리카 품위는 낮 

아지는 경향은 WB급과 유사하였으나 산화철의 품위는 오히려 높아지며， 산화칼숨 

은 미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었고/ 이산화티탄의 품위는 입도에 관계없이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WB급과는 달리 미립으로 갈수록 산화철의 품위 

가 높아지는 이유는 운모류가 비교적 미립으로 수반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 

나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는 각 산물의 현미경 감정 등을 통하여 변밀한 검토가 요 

구된다. 또한 16mesh 보다 굵은 입자는 49.8%Si02, 27.5 % Ah03, 1.81 % Fe203, 

12.8%CaO, 0.17% Ti02로서 원광에 비하여 불순물에 의한 품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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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은 하동 WB의 체가름 실험 결과로서 325mesh 이하 산물이 양이 

41.Owt.% 정도이었으며/ 실리카 품위는 미립으로 갈수록 적어지고I 알루미나 품위는 

미미하게나마 미립으로 갈수록 향상되었으며 철분과 이산화티탄의 품위는 낮아져 

44.5%SiOz, 37.3%Ah03, 0.87%Fe203, 1.7%CaO, 0.10% Ti02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굵은 산물(+325mesh)의 품위를 산술적으로 평균하면 46.4%SiOz, 

33.3%Ah03, 1.19%Fe203, 7.4%CaO, 0.34%Ti02로서 -325mesh 산물의 품위 에 비 하여 

불순물의 품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9는 하동 WC의 체가름 실험 결과로서 325mesh 이하 산물이 양이 

49.2w t. % 이었으며/ 하동 WB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 실리카는 미립으로 갈수록 적 

어지고/ 알루미나 품위는 미립으로 갈수록 향상되었다. 즉， -325mesh 산물의 품위는 

44.7%SiO강 36.1 % Ah03, 2.16%Fe203, 1.5 % CaO, 0.15% Ti02인 반면 +325mesh 산물의 

품위 는 47.8%SiOι 30.8%Ah03, 2.28 % Fe203, 8.0 % Cao, 0.52%Ti02로서 미 립 산물에 

비하여 산화칼슐과 이산화티탄의 품위가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체가름 실험 결과/ 원료광물에는 미 풍화된 장석으로 인하여 굵은 입자에는 산화 

칼숨의 품위가 높고I 미립자에는 고령토가 분포하는 관계로 알루미나 품위가 대체 

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명 WC급 시료를 제외하고 미립자의 산화철 품위가 비교 

적 낮으며， 특히 도자기 원료로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는 이산화티탄과 산화 

칼숨의 품위가 낮아 적절한 방법으로 고령토와 불순광물과의 단체분리를 이룬다면 

입도분리에 의하여도 고령토의 품위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69-



Table 16. Sieve Analysis on Daemyung WB-Grade kaolin. 

Composition (%) 
Fracture Yield 

(mesh) (wt%) 
Si02 Ab03 Fe20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16 1.58 46.33 32.12 1.94 6.89 0.30 0.50 0.74 0.40 11.15 

-16+28 1.84 46.65 31.39 1.74 9.58 0.25 0.44 1.38 0.41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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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8 4.47 46.94 31.59 1.08 11.45 0.19 0.31 2.01 0.24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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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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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50 4.47 45.43 33.04 1.50 8.41 0.39 0.45 1.45 0.28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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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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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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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62.64 44.54 37.86 0.99 1.20 0.30 0.67 0.54 0.11 14.04 

Total 100.00 44.98 36.21 1.14 3.61 0.32 0.60 0.85 0.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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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Sieve Analysis on Daemyung WC- Grade kaolin. 

Composition(% ) 
Fracture Yield 

(mesh) (wt%) 
Si02 Ab03 Fe203 CaO MgO K20 Na20 Ti02 Ig.I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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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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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5 8.85 50.05 29.07 0.45 15.67 0.14 0.27 3.26 0.1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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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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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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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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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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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70 4.02 48.33 30.24 1.40 10.89 0.49 0.57 2.37 0.14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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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35.66 48.48 33.98 1.72 3.69 0.50 0.85 1.34 0.14 11 .52 

계 100.00 48.44 30.99 1.07 10.53 0.33 0.53 2.39 0.15 5.70 

1 , 
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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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Sieve Analysis on Ha-dong WB-Grade kaolin. 

Fracture Yield 
Composition (%) 

(mesh) (wt.%) 
Si02 Ah03 Fe20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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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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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5 0.56 46.23 32.54 1.19 8.11 0.25 0.39 1.48 0.74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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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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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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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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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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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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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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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41.01 44.47 37.31 0.87 1.65 0.22 0.55 0.79 0.10 14.28 

Total 100.00 45.59 34.94 1.06 5.03 0.25 0.52 1.26 0.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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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Sieve Analysis on Ha-dong WC- Grade kaolin. 

Composition (%) 
Fracture Yield 

(mesh) (wt. %) 
Si02 Ah03 Fe2Û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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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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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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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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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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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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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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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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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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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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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49.23 44.72 36.09 2.16 1.51 0.50 0.50 0.67 0.15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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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제코자하는 원료광물에는 수반되는 불순광물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순광물은 고령토에 비하여 비교적 

굵은 상태로 산출되고 경도가 높으므로 물 속에서 강력한 교반 후 체질을 하여도 

상당량의 불순광물의 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체가름 실험 결과에서 입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미립의 고령토를 습식 처리시 수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 건식 정제공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고령토와 불순광불과의 단체분리를 

위하여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며 마광 능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운전이 용이 

한 볼 밀을 사용하여 해쇄한 결과 조암광물의 경도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y 석영 

및 장석 둥 불순물 포함/ 미립화가 진행되어 분급에 의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수반되어 볼 밀의 사용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경질광물과 연 

질광물이 혼합된 광석의 해쇄 시 선택력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충격식 분쇄기 

를 사용하여 해쇄실험을 수행하였다. 충격식 분쇄기는 분쇄매체의 회전수에 따라 

미립자 생성율이 증가하므로 적절한 해쇄조건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인자이다. 

따라서 분쇄기의 회전수를 5,000, 7,000, 9，00Orpm으로 변화시키면서 해쇄 후 해쇄 

산물에 대하여 325mesh 체를 사용， 굵은 산물(Oj5)과 가는 산물(Uj5)로 분립하여 

각 산물의 분포율 및 화학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대명 WB급 시료에 대한 해쇄실 

험 결과를 다음 Table 20에 기재하였다. 분쇄매체의 회전수를 5，000rpm으로 분쇄한 

37.5 % Ah0 3, 44.3%5iO강 품위는 61.3wt.%이었으며 r λ11，셔」깅-..Q... 
00 2.1.-미립자 산물의 

0.96%Fe203, 1.3%CaO, 0.12%Ti02인 반면 굵은 산물의 품위는 46.1 %5i02, 

34.2% Ah03, 1.42%Fe203, 7.3 % Cao, 0.22%Ti02로서 습식 해 쇄 후 체 질한 시 료와 유 

사한 품위는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쇄매체의 회전수를 7，00Orpm으로 증가 

시켜 해쇄하면 -325mesh 산물은 66.4wt.%가 생성되어 약 5wt.% 정도 증가되었으며 

해쇄율이 향상되면서 -325mesh 산물의 불순물 품위는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생산율을 고려하여 분쇄매체이 회전수를 9，00Orpm으로 났다. 그러나 최종 정광의 

증가시키면 -325mesh 산물이 생성율은 71.8wt.%까지 증가되었으며， 품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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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SiOι 37.3 % Ah03, 1.04 % Fe203, 1.9%CaO, 0.13%Ti02로 7，000rpm으로 해 쇄 한 

시료와 품위는 거의 유사하지만 생성율은 5.4wt.% 정도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쇄기로 선정한 충격식 분쇄기가 조암광물의 경도에 따라 선택적 

으로 해쇄가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분쇄매체의 회전수를 5，00야pm 이하 

로 유지하면 미립자 생성율이 너무 저조하며 (50wt.% 이하)， 9,00Orpm 이상을 유지 

하여도 미립자 생성율의 뚜렷한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Table 21은 대명 WC급 시료를 동일한 방법으로 해쇄한 결과이다. 먼저 분 

쇄매체의 회전수를 5，000rpm으로 분쇄한 산물의 미립자 생성율은 36.아.vt. %이었으 

며/ 품위 는 47.0%SiOz, 34.5 % Ah03, 1.58 % Fe203, 4.2%CaO, 0.15% Ti02인 반면 굵은 

산물의 품위 는 49.3%SiO강 28.9 % Ah03, 0.77%Fe203, 14.2%CaO, 0.15% Ti02로서 WB 

급과는 달리 산화철의 품위가 굵은 산물에 비하여 월동히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이산화티탄의 품위는 입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났으며l 산화칼숨의 품위는 현 

저히 높아져 습식 해쇄 후 체질한 시료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쇄매체의 회전수를 7，00야pm으로 증가시켜 해쇄하면 -325mesh 산물은 

44.8wt.%가 생성되어 7.9wt.% 정도로 상당히 증가되었으며 해쇄율이 향상되면서 

-325mesh 산물의 불순물 품위는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 정광이 

생산율을 고려하여 분쇄매체의 회전수를 9，000rpm으로 증가시키면 -325mesh 산물 

의 생성율은 47.Owt.%에 불과하였으며I 품위는 47.5%SiOz, 34.07%Ah03, 1.56%Fe203, 

5.2%CaO, 0.15%Ti02로 7，000rpm으로 해쇄한 시료와 품위와 생성율이 거의 유사하 

였다. 따라서 WC급 시료의 경우 분쇄매체의 회전수는 7，000-9，00야pm 범위내에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미립자 생성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전수를 증가시켜도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명 WB， WC급 시료를 대상으로 해쇄실험 결과/ 습식 해쇄 후 325mesh를 기준 

으로 체가름 실험결과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으며l 이러한 경 

향은 하동 시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음 Table 22는 하동 WB급 시료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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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 후 325mesh를 기준으로 분립한 산물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하동 WB급 시료는 

분쇄 매 체 의 회 전수를 5,000, 7,000, 9，00야pm으로 증가시 킴 에 따라 미 립자 생 성율은 

63.야vt. %, 73.6wt. %, 77.9wt. %로 7，OOOrpm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9.7wt.% 정도 증가 

되었으나 그 이상 회전수를 증가시켜도 미립자 생성율은 미미하게 증가되었다. 그 

러나 각 산물의 품위는 생성율에 비하여 미미한 차이를 나타내므로 해쇄를 위한 분 

쇄매체의 회전수를 9,OOOrpm 이상으로 조절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표적으로 7，OOOrpm으로 해쇄한 시료의 +325mesh 산물의 중량비는 

26.4wt.%, 화학성분의 품위는 46.1 %Si02, 32.17%Ah03, 1.19 % Fe203, 11.03%CaO, 

0.40%Ti02이었으며， -325mesh 산물의 중량비는 73.6wt.%, 화학성분의 품위는 

45.4%SiOz, 36.0%Ah03, 1.01 % Fe203, 2.9 % CaO, 0.18%Ti02이 었다. 

다음 Table 23은 하동 WC급 시료를 해쇄 후 325mesh를 기준으로 분립한 산물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하동 WB급 시료는 분쇄매체의 회전수를 5,000, 7,000, 9，00야pm 

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미 립자 생성율은 49.3wt.%, 57.5w t.%, 61.8wt.%로 7，00야pm으 

로 증가시킴에 따라 8.2wt.% 정도 증가되었으나 그 이상 회전수를 증가시켜도 미립 

자 생성율은 미미하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다른 화학성분은 미립자 생성율이 증가 

하여도 커다란 변화가 없었으나 산화철의 품위는 미립자 생성율이 증가함에 따라 

2.17%Fe203, 2.29%Fe203, 2.35 % Fe203로 상당히 미 립 자의 철 품위 가 증가되 어 

7,OOOrpm 이상으로 분쇄하면 오히려 굵은 산물에 비하여 철 품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화철 품위와 생산율과의 관계를 신중히 고려하여 해쇄율은 

결정해야 할 것이며， 7，OOOrpm으로 해쇄한 시료의 +325mesh 산물의 중량비는 

42.5w t.%, 화학성분의 품위는 48.1 %Si02, 30.5 % Ah03, 2.129 % Fe203, 8.9%CaO, 

0.58 % Ti02이었으며， -325mesh 산물의 중량비는 57.5w t.%, 화학성분의 품위는 

45.0%SiO강 35.6%Ah03, 2.29 % Fe203, 1.9%CaO, 0.16% Ti02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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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Result of Disintegration Test on Daemyung WB-Grade kaolin. 

Rev. Yield 
Composition (%) 

Prod. 
(rpm) (wt. %) 

Si02 Ah03 Fe2Û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325 38.7 46.07 34.23 1.42 7.34 0.35 0.52 1.33 0.22 8.68 

5,000 

-325 61.3 44.29 37.46 0.96 1.26 0.30 0.65 0.55 0.12 14.78 

+325 33.6 46.23 33.97 1.40 7.53 0.37 0.52 1.39 0.23 8.50 

7,000 

-325 66.4 44.35 37.35 1.01 1.63 0.29 0.64 0.58 0.12 14.41 

+325 28.2 46.67 33.51 1.40 7.98 0.35 0.50 1.42 0.24 8.15 

9,000 

-325 71.8 44.32 37.27 1.04 1.89 0.31 0.64 0.63 0.13 14.10 

Table 21. Result of Disintegration Test on Daemyung WC-Grade kaolin. 

Rev. Yield 
Composition (%) 

Prod. 
(rpm) (wt.%) 

Si02 Ah03 Fe2Û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325 63.1 49.27 28.93 0.77 14.23 0.27 0.40 2.95 0.15 3.15 
5,000 

-325 36.9 47.03 34.52 1.58 4.21 0.44 0.76 1.47 0.15 10.15 

+325 55.2 49.46 28.54 0.70 15.05 0.23 0.37 3.10 0.15 2.59 
7,000 

-325 44.8 47.18 34.01 1.53 4.98 0.45 0.73 1.51 0.15 9.47 

+325 53.0 49.28 28.34 0.64 15.25 0.23 0.34 3.03 0.15 2.75 
9,000 

-325 47.0 47.49 33.98 1.56 5.21 0.45 0.74 1.67 0.15 9.06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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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Result of Disintegration Test on Ha-dong WB-Grade kaolin. 

Rev. Yield 
Cornposition (%) 

Prod. 
(rprn) (wt. %) 

Si02 Ah03 Fe20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325 36.1 46.48 32.89 1.22 9.29 0.28 0.50 1.51 0.34 8.02 

5,000 

-325 63.9 45.09 36.10 0.97 2.62 0.23 0.53 1.12 0.18 13.55 

+325 26.4 46.07 32.07 1.19 10.95 0.29 0.48 1.61 0.40 7.56 

7,000 

-325 73.6 45.42 35.97 1.01 2.91 0.23 0.54 1.13 0.18 12.68 

+325 22.1 46.48 32.06 1.14 11.27 0.27 0.47 1.64 0.46 6.89 

9,000 

-325 77.9 45.34 35.76 1.04 3.26 0.24 0.53 1.15 0.18 12.59 

Table 23. Result of Disintegration Test on Ha-dong WC-Grade kaolin. 

Rev. Yield 
Cornposition (%) 

Prod. 
(rprn) (wt.%) 

Si02 Ah03 Fe2Ü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325 50.7 47.83 30.76 2.27 7.97 0.63 0.43 1.66 0.52 8.13 

5,000 

-325 49.3 44.73 36.09 2.17 1.52 0.51 0.51 0.67 0.15 13.85 

+325 42.5 48.11 30.45 2.12 8.68 0.56 0.42 1.78 0.58 7.49 

7,000 

-325 57.5 44.96 35.56 2.29 1.91 0.58 0.51 0.72 0.16 13.51 

+325 38.2 48.26 30.29 2.01 9.11 0.51 0.41 1.84 0.62 7.13 

9,000 

-325 61.8 45.09 35.31 2.35 2.12 0.61 0.51 0.76 0.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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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급질험 

충격식 분쇄기를 이용하면 고령토는 다른 불순광물에 비하여 미립화가 비교적 쉽 

게 되어 체가름에 의해서도 품위향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가름에 

의한 것은 단순히 실험실 규모에서는 가능하겠으나 산업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업화가 용이한 건식 분급에 의하여 가는 고령토 

질 광물과 굵은 불순광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분급실험을 수행하게 되었다. 

해쇄실험 결과 시료에 따라 적정 분쇄율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분급실험 

은 5,000, κ000， 9，OOOrpm으로 해쇄한 각 시료에 대하여 공기 분급기를 사용하여 최 

대 분급 입도를 43, 27, 18μm을 기준으로 분급 후 각 산물의 생산율과 품위를 분석 

하였다. 물론 분급이란 분립과는 달리 입자크기에 따라 분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상기 분급점을 기준으로 분급하여도 정확히 상기 입자크기와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급은 광립의 형태l 비중/ 전자기적 성질 둥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만 대체로 입자의 크기와 비중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의 입자라 할지라도 산화철과 이산화티탄 둥은 굵은 산물로 회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체질한 결과와는 다소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쇄산물의 분급은 구성 입자의 원심력 차이를 이용한 공기 분급기를 사용하였 

다. 사용된 공기 분급기는 입자 크기 및 비중 그리고 입형에 따라 고속으로 회전하 

는 훨 내부에서 받는 원심력이 다르기 때문에 굵고 비중이 높은 입자는 밖으로 향 

하고 비중이 낮고 작은 입자는 휠 내부에 머물게 됨으로써 분리가 가능하게 된다. 

분급실험의 공정은 다음 flowsheet 2와 같다. 분급실험에서 생산된 산물은 생산율을 

측정하고 각각 화학분석， x-선 회절 분석 그리고 현미경 감정을 통하여 분급에 따 

른 각 산물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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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sheet 2. Flow diagrarn of Air Classification test. 

(T/5:18때) 

(1st Conc.) 

(T /5:27 JI1ß) 

(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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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Table 24는 대명 WB급 시료를 임팩트 밀 회전수를 5，000rpm으로 해쇄한 산 

물에 대한 분급실험 결과이다. 해쇄산물에는 -325mesh 입자가 61.3wt.%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물을 18μm을 기준으로 분급하면 Conc.-1의 생산율 

은 31.4wt.%이었고l 알루미나 품위는 38.8%, 산화철 품위는 0.75%, 이산화티탄의 품 

위는 0.11%로서 산화철이 34.2%, 이산화티탄은 31 .3% 정도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특히 모암으로부터 혼입되어 건조강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화칼숨의 품위는 

0.8%로서 77.8%의 제거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건식 해쇄 및 분급의 단순한 건 

식 공정에 의해서도 고령토의 정제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Conc.-2의 생산율은 15.1wt.%, 품위는 44.6% Si02J 37.9% Ah03, 1.02% 

Fe203, 1.0% Cao, 0.12%Ti02이었다. 생산율을 고려하여 Conc.-1, 2, 3을 최종 정광 

으로 생산 할 경우의 최종 정광의 생산율은 63.어.vt. %, 품위는 44.3% Si02J 38.2% 

Ah03, 0.9% Fe203, 1.1 % CaO, 0.12% Ti02이므로 산화철 제거율은 21.1 %, 산화칼숨 

제거율은 72.3% 그리고 이산화티탄의 제거율은 25% 이었다. 그러나 광미로 배출되 

는 36.1wt.%의 굵은 산물의 품위는 46.2% Si02J 32.8% Ah03, 1.53% Fe203, 8.1% 

Cao, 0.23 % Ti02로서 불순광물이 상당히 농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5는 대명 WB급 시료를 분쇄매체 회전수 7，00야pm으로 해쇄한 산물에 대 

한 분급실험 결과이다. Conc.-1의 생산율은 36.1wt.% 이었으며I 각 화학성분의 품위 

는 44.6% Si02J 37.3% Ah03, 0.86% Fe203, 0.8% Cao, 0.11% Ti02이 었으며， Conc.-1, 

2, 3를 혼합/ 즉 43JL1I1을 기준으로 분급 정광을 생산한다면 최종 정광의 생산율은 

70.1wt.%, 품위는 44.6% Si02J 37.4% Ah03, 0.96% Fe203, 1.2% CaO, 0.12%Ti02인 

반면/ 광미의 생산율은 29.9wt.% 이었으며/ 품위는 45.8% Si02J 33.3% Ah03, 1.56% 

Fe203, 9.2% CaO, 0.25% Ti02로 정광에 비하여 고령토의 주 성분인 알루미나를 제 

외한 모든 성분의 품위가 향상되었고， 특히 산화칼숨의 품위는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 불순물인 장석류가 분쇄과정에서 굵게 남게 되어 분급시 

광미(굵은 산물)로 회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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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은 대명 WB급 시료를 9,00Orpm 회전수의 임팩트 밀로 해쇄한 산물에 대 

한 분급실험 결과이다. 정광-1의 생산율은 39.4wt.%로 7，000rpm으로 분쇄한 시료의 

정광보다 생산율이 다소 증가되었으나 오히려 실리카의 품위는 높아지고 알루미나 

의 품위는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분쇄율이 증가하면서 장석류의 불순광물이 미 

립화 되어 Conc.-1로 회수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Conc.-1의 산화칼숨 품 

위는 0.99%로 다소 증가되었다. 특이한 결과는 미분쇄율이 증가할수록 산화티탄의 

품위는 낮아져 0.09%까지 감소되었다. 그리고 Conc.-1, 2, 3를 합한 최종 정광의 생 

산율은 73.4w t.%, 품위는 44.7% SiOz, 37.0% Ah03, 0.96% Fe203, 1.1 % CaO, 0.11 % 

Ti02이었으며/ 광미의 생산율은 26.6wt.%, 품위는 45.6% Si02, 34.1% Ah03, 1.63% 

Fe203, 10.4% CaO, 0.30% Ti02 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 Fig. 5 - Fig. 8은 700야pm으로 해쇄하여 분급한 산물에 대한 x-선 회절분 

석 결과이다. Fig. 5의 Conc.-1은 원광에서 미미하게 나타났던 고령토 봉우리가 현 

저하게 증가되었으며/ 장석류의 봉우리는 상당히 감소되어 거의 사라졌으며/ 그 외 

몬모릴로나이트 봉우리가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Fig. 6과 Fig. 7의 Conc.-2와 

Conc.-3에서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석영 봉우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러나 Fig. 8의 광미에서는 anorthite, albite와 같은 장석류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y 

석영， tremolite 그리고 montmorillonite 둥 불순광물 만이 검출됨을 볼 때 상당량의 

불순광물로 농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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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Resu1t of Classification Test on Daemyung WB Sample 

Disintegrated at 5,OOOrpm.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 

Si02 Ab03 Fe20 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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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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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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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iling 36.11 46.17 32.76 1.53 8.07 0.37 0.42 1.38 0.23 8.63 

R.O.M 100.00 44.98 36.21 1.14 3.61 0.32 0.60 0.85 0.16 12.42 

Table 25. Resu1t of Classification Test on Daemyung WB Sample 
Disintegrated at 7，00야pm.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 

Si02 Ab03 Fe2Ü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Conc.-1 36.09 44.58 37.31 0.81 0.83 0.23 0.62 0.66 0.11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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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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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iling 29.93 45.82 33.33 1.62 9.21 0.41 0.48 1.39 0.25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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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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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Daernyung WB Sarnple 
Disintegrated at 9,OOOrprn.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Oz Alz03 FeZ03 CaO MgO KzO NazO TiOz 

Conc.-1 39.36 44.62 37.21 0.83 0.99 0.24 0.66 0.45 0.09 

Conc.-2 24.78 44.84 36.82 1.05 0.81 0.35 0.70 0.63 0.13 

Conc.-3 9.28 45.01 36.54 1.30 2.86 0.43 0.64 0.74 0.16 

Tailing 26.58 45.63 34.05 1.63 10.35 0.38 0.41 1.68 0.30 

R.O.M 100.00 44.98 36.21 1.14 3.61 0.32 0.60 0.85 0.16 

-84-

Igloss 

15.02 

14.69 

12.85 

6.39 

12.42 



o 

(·3·m) 

효
일
@
E
-

40 30 20 

Angle (26 ) 
10 3 

Fig. 5. XRD pattern of the Conc.-l for Daemyung WB-grade Disintegrated at 7，αxh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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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XRD pa야ern of 야le Conc.-2 for Daemyung WB-grade Disintegrated at 6αXh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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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XRD pattem of the αnC.-3 for Daernyung WB-grade 다sintegrated at 7，α뻐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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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XRD pa야em of the Tail for Daernyung WB-grade Disintegrated at 7，αXhpm 

-86-



「
i 

·” 
-

t 

t
* 

i·
r 
ir 

• 

Photo. 9. Optical Micrograph of Daemyung WB-Grade Tailing. 

Photo. 10. Optical Micrograph of Daemyung WB-Grade Ta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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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명 WC급 시료를 대상으로 임팩트 밀 회전수를 7，OOOrpm으로 분쇄한 

산물에 대한 분급실험 결과를 Table 27에 나타내었다. Conc.-1의 생산율이 20.1wt.% 

로 상당히 낮았으며/ 품위는 46.4% Si02, 34.7% Ah03, 1.55% Fe203, 3.1% CaO, 이 

산화티탄의 품위는 0.13%로 WB급에 비하여 불순물 함량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 

다. 61.3wt. %의 광미 역시 49.4% Si02, 29.6% Ah03, 0.71% Fe203, 13.9% CaO, 

0.16% Ti02이었으나 철분의 품위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산화칼숨의 품위는 높음을 

볼 때 대부분이 장석질로 판단되었다. 한편/ 최종 정광의 생산율은 38.7wt.%, 품위 

는 각각 46.9% Si02, 33.2% Ah03, 1.64% Fe203, 5.2% CaO, 0.13% Ti02이 었다. 

Table 28은 대명 WC급 시료를 대상으로 임팩트 밀 회전수를 7，OOOrpm으로 분쇄 

한 산물에 대한 분급실험 결과이다. Conc.-1의 생산율은 22.8wt.% 이었으며/ 품위는 

46.9% Si02, 34.5% Ah03, 1.31% Fe203, 3.3% CaO, 0.13% Ti02이 었으며I 광미 의 품 

위는 49.3% Si02, 29.1% Ah03, 0.68% Fe203, 14.7% CaO, 0.16% Ti02임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Conc.-1, 2, 3을 모두 최종 정광으로 회수하더라도 정광의 생산율은 

44.Owt.%에 불과하며 그 품위는 46.8% Si02, 33.3% Ah03, 1.57% Fe203, 5.2% CaO, 

0.14% Ti02이었고 생산율 측면에서 다소 저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원광 자체에 

불순물의 혼입이 많고 고령토의 함량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암의 혼입이 많 

아 Conc.-1의 산화칼숨 품위가 3.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I 광미는 철분 품 

위가 낮은 장석류의 혼입으로 철분 품위는 비교적 낮았다. 

Table 29는 대명 WC급을 임팩트 밀 9，OOOrpm으로 분쇄한 산물의 분급실험 결과 

이다. 분쇄율에 따라 생산율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 Conc.-1의 생산율이 23.5wt.%로 

다소 정도 증가되었으며/ 그 외 화학품위는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철분의 

품위는 1 .22%로 7，OOOrpm으로 분쇄한 산물보다 다소 낮아졌으며y 산화칼숨의 품위 

는 3.6%로 다소 증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임팩트 밀 회전수가 증가할수록 분쇄율 

이 증가되어 불순물인 장석류의 미립화로 인하여 장석류가 정광산물로 회수되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대명 WC급 시료는 원광 자체에 고령토 성분 

이 적은 관계로 생산율이 비교적 저조하여 정제 시 원가 상승 부담이 유발될 것으 

로 판단되었으며/ 대부분이 장석질인 광미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산업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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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Fig. 9 - Fig. 12는 5，OOOrpm으로 해 쇄 후 분급한 각 산물에 대 한 x-선 회 

절분석 결과이다. Fig. 9의 Conc.-1은 원광에서 미미하게 나타났던 고령토 봉우리가 

현저하게 증가되었으며/ 아직까지 anorthite으 봉우리가 남아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 

은 Fig. 10과 Fig. 11의 Conc.- 2, 3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백운모와 

갈철석 봉우리가 나타나 정광산물의 철 품위를 향상시키는 근원광물임을 알 수 있 

었다. 그 외 몬모릴로나이트 봉우리가 나타났다. 그러나 Fig. 12의 광미에서는 

anorthite, albite와 같은 장석류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montmorillonite, 백운모l 

갈철석 동 불순광물의 봉우리가 많이 검출됨을 볼 때 상당량의 불순광물로 농축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직도 고령토 봉우리가 남아 있는데 이는 고령토와 불 

순광물이 단체 미분리되어 분급시 굵은 불순물에 고령토가 부착된 상태로 광미로 

배출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89-



Table 27.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Daemyung WC-Grade 

Disintegrated at 5,OOOrpm.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 

Si02 Ab03 Fe203 CaO MgO K20 Na20 

Conc.-1 20.14 46.38 34.68 1.55 3.06 0.42 0.88 1.22 

Conc.-2 9.33 47.08 32.39 1.73 6.01 0.58 0.83 1.62 

Conc.-3 9.26 47.98 30.79 1.72 8.95 0.62 0.68 2.07 

Tailing 61.27 49.39 29.59 0.71 13.91 0.22 0.35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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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8.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Daemyung WC김rade 

Disintegrated at 7,OOOrpm.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02 AbÜ3 Fe203 CaO MgO K20 Na20 

Conc.-1 22.84 46.92 34.46 1.31 3.27 0.35 0.81 1.28 

Conc.-2 11.46 47.46 32.79 1.81 6.48 0.49 0.79 1.58 

Conc.-3 9.65 47.98 31.39 1.88 8.42 0.59 0.65 1.98 

Tailing 56.05 49.74 29.14 0.68 14.68 0.25 0.34 3.08 

R.O.M 100.00 48.44 30.99 1.07 10.53 0.33 0.53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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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02 Ig.loss 

0.13 11.93 

0.14 9.73 

0.15 7.11 

0.16 2.94 

0.15 5.70 

Ti02 Ig.loss 

0.13 11.66 

0.14 8.71 

0.16 7.21 

0.16 2.52 

0.15 5.70 



Table 29.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Daemyung WC-Grade 

Disintegrated at 9，00야pm.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02 Ah03 Fe203 CaO Mg。 K20 Na20 Ti02 Ig.loss 

Conc.-1 23.54 46.99 34.23 1.22 3.64 0.43 0.87 1.53 0.13 11.18 

Conc.-2 12.27 47.75 32.23 1.84 6.54 0.58 0.81 1.67 0.14 8.55 

Conc.-3 11.85 48.32 30.77 1.94 8.69 0.60 0.68 1.99 0.15 7.02 

Tailing 52.34 49.28 29.29 0.63 14.98 0.17 0.28 3.04 0.16 2.40 

R.O.M 100.00 48.44 30.99 1.07 10.53 0.33 0.53 2.39 0.15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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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XRD paÜl많1 of the Conc.-1 for Daernyung WC-grade Disintegrated at 7，α뻐p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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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XRD pa야없1 of 삼le αnC.-2 for 대ernyung WC-grade 다sintegrat，어 at 7,CXX>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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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XRD patt<얹1 of the Conc.-3 for Daernyung WC-grade 다sint，땅ated at 7，αllip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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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XRD pa야em of the Tail for Daernyung WC-grade I거sintegrated at 7，αXh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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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Table 30은 하동 WB급 시료를 임패트 밀 5，OOOrpm으로 분쇄후 분급한 결과 

이다. Conc.-1의 생산율은 30.5wt.%이고/ 품위는 44.3% Si02, 37.7% Alz03, 0.69% 

Fe203, 1.3% CaO, 0.11% Ti02로서 산화철 제거율은 34.9%, 산화칼숨 제거율 74.2%, 

이산화티탄 제거율은 54.2%로서 상당히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Conc.-1, 2, 3을 합한 최종 정광의 생산율은 68.0wt.%이었으며/ 품위는 44.9% Si02, 

36.6% Alz03, 0.80% Fe203, 2.0% CaO, 0.12% Ti02, 산화철 제 거 율은 2.45%, 산화칼 

숨 제거율 60.2%，이산화티탄 제거율은 50.0%임을 알 수 있었다. 이때 광미의 생산율 

은 32.0wt. %, 품위 는 47.0% Si02, 31 .4% Alz03, 1.62% Fe203, 11.5% CaO, 0.49% 

Ti02 이었다. 

다음 Table 31의 7，OOOrpm으로 해쇄한 산물의 분급실험 결과이다. Conc.-1의 생산 

율은 39.6wt.% 이 었고y 품위 는 44.5% Si02, 37.9% Alz03, 0.72% Fe203, 1.7% CaO, 

0.12% Ti02임을 알 수 있었다. Conc.-1, 2, 3를 정광으로 생산한다면 최종 정광의 

생산율은 77.0wt.%, 품위는 45.1 % Si02, 36.7% Alz03, 0.81% Fe203, 2.4% CaO, 

0.13% Ti02이었다. 따라서 최종 정광의 산화철 제거율은 23.6%, 산화칼숨 제거율은 

52.3%, 이산화티탄 제거율은 45.8%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32는 9，00야pm으로 해쇄한 산물에 대한 분급실험 결과로서 최종 정광의 생 

산율은 79.4wt. %, 품위는 45.0% Si02, 36.5% Alz03, 0.80% Fe203, 2.8% CaO, 0.13% 

Ti02로 산화철 제거율은 24.5%, 산화칼숨 제거율 44.3%, 이산화티탄 제거율 45.8% 

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5，OOOrpm으로 해쇄한 후 분급한 각 산물(Conc.-1， 2, 3과 Tailing)에 대하여 

x-선 회 절분석 결과를 다음 Fig. 13 - Fig. 16에 나타내 었다. Fig. 13의 Conc.-1의 x
선 회절분석 결과 백운모l 일라이트/ 몬모릴로나이트 동의 봉우리가 검출되었으나 

고령토의 봉우리가 현저히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반면 장석류의 봉우리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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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의 Conc-2에서는 Conc-1과 거의 유사하였으나 몬모릴로나이트 봉우리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Fig. 15의 Conc-3에서는 몬모리로나이트 봉우리가 더욱 

뚜렷하여 졌으며/ 특히 Conc-1, 2와는 달리 anorthite 봉우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해쇄과정에서 장석류 역시 미분쇄가 이루어지지만 고령토보다 

는 굵은 상태로 남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다음 Fig. 16은 광미에 대한 x-선 회절분 

석 결과이다. Conc.-1에는 고령토 이외에 다른 광물의 검출이 거의 없었으며I 

Conc.-2와 conc.-3에는 고령토 이외에 몬모릴로나이트I 백운모 봉우리가 검출되기 

시작하고l 특히 석영 봉우리가 미미하게 검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광미에는 고 

령토 둥 점토광물의 봉우리는 거의 소멸되었으나 anorthite와 석영의 봉우리는 뚜렷 

하게 나타났고/ 그 외 몬모릴로나이트， tremolinite, 백운모I 그리고 고령토 둥이 미 

미하게 검출되었다. 

한편， Photo 11 및 Photo 12는 광미에 대한 현미경 사진으로 금홍석/ 티탄철석 

및 자류철석 둥이 산화철 및 이산화티탄 성분 함유광물로서 검출되었다. 

% 



Table 30.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Ha-dong WB-Grade 

Disintegrated at 5,OOOrprn. 

Products 
Yield 

Compos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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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1 30.51 44.30 37.74 0.69 1.30 0.20 0.40 0.54 

Conc.-2 20.02 44.18 36.48 0.84 2.15 0.21 0.45 0.59 

Conc.-3 17.46 45.68 34.88 0.95 2.97 0.27 0.47 0.63 

Tailing 32.01 47.03 31 .35 1.62 11.45 0.31 0.71 2.70 

R.O.M 100.00 45.59 34.94 1.06 5.03 0.25 0.52 1.26 

Table 31.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Ha-dong WB김rade 

Disintegrated at 7,OOOrprn. 

Products 
Yield 

Composition (%) 

(w t.%) 
Si02 Ab03 Fe203 CaO MgO K20 Na20 

Conc.-1 39.60 44.45 37.88 0.72 1.67 0.21 0.41 0.55 

Conc.-2 18.80 44.97 36.16 0.85 3.04 0.23 0.49 0.61 

Conc.-3 18.60 46.45 34.81 0.95 3.49 0.28 0.55 0.84 

Tailing 23.00 47.37 28.99 1.90 13.69 0.32 0.72 3.37 

R.O.M 100.00 45.59 34.94 1.06 5.03 0.25 0.5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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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02 Ig.loss 

0.11 14.69 

0.12 14.16 

0.13 14.06 

0.49 5.02 

0.24 11.38 

Ti02 Ig.loss 

0.12 14.29 

0.13 13.71 

0.15 12.71 

0.61 3.38 

0.24 11.38 



Table 32.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Ha-dong WB김rade 

Disintegrated at 9,OOOrprn. 

Yield 
Cornposition (%) 

Products 
(wt. %) 

Si02 Ah03 Fe203 CaO MgO K20 Na20 

Conc.-1 42.36 44.72 37.39 0.73 1.79 0.22 0.42 0.55 

Conc.-2 26.78 45.04 36.12 0.86 3.75 0.25 0.51 0.63 

Conc.-3 10.28 46.34 34.10 1.06 4.26 0.28 0.54 0.86 

Tailing 20.58 47.74 28.78 2.06 13.75 0.29 0.71 3.73 

R.O.M 100.00 45.59 34.94 1.06 5.03 0.25 0.52 1.26 

'---

-97 -

Ti02 Ig.loss 

0.12 14.21 

0.13 13.04 

0.16 12.58 

0.66 2.81 

0.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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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XRD pattern of the Conc.-2 for Ha강ong WB-grade 다sintegrated at 7,CXXh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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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XRD pattem of the Conc.-3 for Ha-dong WB-grade Disintegrated at 7，αX>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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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XRD pattem of the Tail for Ha-dong WB-grade 다sintegrated at 7,(XX)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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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1. Optical Micrograph of Ha-dong WB-Grade Tailing. 

Photo. 12. Optical Micrograph of Ha-dong WB-Grade Ta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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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Table 33은 하동 WC급 시료를 5，OOOrprn으로 분쇄하여 분급한 결과이다. 

Conc.-1의 생산율은 29.4wt.%, 품위는 44 .5% SiOι 37.0% Ah03, 1.92% Fe203, 1.1% 

CaO, 0.15% Ti02 이었으며， Conc.-1 산물의 철분 제거율은 14%, 산화칼숨 제거율은 

77%, 이산화티탄 제거율은 56% 이었다. Conc.-l, 2, 3을 최종 정광으로 생산한다면 

정광의 생산율은 66.1wt.%, 품위는 44.9% Si02, 35.9% Ah03, 2.25% Fe203, 1.9% 

CaO, 0.17% Ti02이었으며l 광미의 생산율은 33.야.vt. %, 품위는 49.0% Si02, 28.5% 

Ah03, 2.22% Fe203, 10.5% CaO, 0.67% Ti02 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산화칼슐과 

이산화티탄의 제거효과는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화철은 최종 정광의 

품위가 오히려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Table 34는 하동 WC급 시료를 7，OOOrprn으로 분쇄하여 분급한 결과이다. Conc.-1 

의 생산율은 36.3wt.%로 5，00야prn으로 분쇄한 시료에 비하여 6.9wt.%가 증가되었 

다. 품위 는 44.5% Si02, 36.9% Ah03, 1.94% Fe203, 1.2% CaO, 0.16% Ti02로 품위 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Conc.-1, 2, 3을 최종 정광으로 생산한다면 정광의 생산율 

은 75.어.vt. %, 품위는 44.5% Si02, 35.8% Ah03, 2.33% Fe203, 2.0% Cao, 0.19% 

Ti02 이고I 광미의 생산율은 24.1wt.%, 품위는 50.6% Si02, 25.7% Ah03, 1.97% 

Fe203, 13.6% CaO, 0.81% Ti02 임 을 알 수 있었다. 

다음 Table 35는 하동 WC급 시료를 9，00야prn으로 분쇄하여 분급한 결과이다. 

Conc.-1의 생산율은 38.9wt.%로 7，OOOrprn으로 분쇄한 시료에 비하여 약간 증가되었 

으나 커다란 차이는 없었다. 품위는 44.5% Si02, 36.8% Ah03, 1.95% Fe203, 1.3% 

Cao, 0.16% Ti02로 품위 역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해쇄과정에서 분 

쇄매체의 회전수를 증가시켜도 미립자의 생성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Conc.-1, 2, 3을 최종 정광으로 생산한다면 정광의 생산율은 79.5w t.%, 품위는 

44.9% Si02, 35.9% Ah03, 2.27% Fe203, 2.0% CaO, 0.18% Ti02, 광미 의 생 산율은 

20.5w t. %, 품위는 51.6% Si02, 23.8% Ah03, 2.03% Fe203, 15.6% Cao, 0.96% Ti02 

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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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rpm으로 해쇄하여 분급한 각 산물(Conc.-1， 2, 3과 Tail)에 대하여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다음 Fig. 17 - Fig. 20에 나타내었다. Fig. 17의 Conc.-1의 x-선 회절 

분석 결과 할로아사이트(실제 kaolin과 halloysite의 구분은 불명확 함)의 봉우리가 

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백운모， anorthite 등의 봉우리가 검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Fig. 18과 Fig. 19의 Conc.-2, 3에서 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불순광물인 백 운모와 

anorthite의 봉우리가 높아짐을 볼 때 점차 고령토보다 굵은 상태의 불순물이 혼입 

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20의 광미에는 역시 고령토가 검출되어 아직까지도 불순 

광물에 고령토가 혼입됨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외 몬모릴로나이트y 백운모/ 

anorthite 둥의 봉우리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특히 다른 산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 

던 magnesiohomblende 봉우리가 새로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분쇄 분급실험 결과 분쇄율이 무한히 증가하여 원광을 미립화 시킨 

다면 단체분리는 많이 이루어지겠으나 불순광물의 미립화로 인한 선별효율이 저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쇄율 및 분급점은 원광석의 품위와 정광의 용도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험결과에 의하면 임돼트 

밀 회전수를 7，00야pm으로 유지하여 분쇄한다면 고령토는 대체로 단체분리가 이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상 분쇄율을 향상시키면 장석/ 석영 둥 불순물의 

미립화로 인한 정광의 품위향상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급점은 미립으 

로 갈수록 품위 향상율은 증가되지만 생산율이 저하되므로 분급점은 상황에 따라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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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Ha-dong WC-Grade 

Disintegrated at 5,000rpm.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 

Si02 Ab03 Fe203 CaO MgO K20 Na20 

Conc.-1 29.37 44.46 36.95 1.92 1.11 0.33 0.48 0.61 

Conc.-2 19.23 44.89 36.07 2.22 1.82 0.52 0.49 0.68 

Conc.-3 17.48 45.69 34.02 2.85 3.23 0.82 0.49 0.88 

Tailing 33.92 49.01 28.46 2.16 10.46 0.69 0.43 2.08 

R.O.M 100.00 46.30 33.39 2.22 4.79 0.57 0.47 1.17 

Table 34.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Ha-dong WC김rade 

Disintegrated at 7,00Orpm.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02 AbÜ3 Fe203 CaO MgO K20 Na20 

Conc.-1 36.27 44.48 36.92 1.94 1.21 0.35 0.48 0.62 

Conc.-2 20.68 44.87 35.85 2.36 1.99 0.53 0.49 0.69 

Conc.-3 18.98 45.86 33.78 2.91 3.55 0.85 0.50 0.90 

Tailing 24.07 50.62 25.66 1.97 13.56 0.73 0.41 2.62 

R.O.M 100.00 46.30 33.39 2.22 4.79 0.57 0.47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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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02 Ig.loss 

0.15 14.13 

0.16 13.41 

0.21 12.01 

0.67 6.26 

0.34 10.59 

Ti02 Ig.loss 

0.16 14.01 

0.18 13.24 

0.24 11.65 

0.81 3.82 

0.34 10.59 



Table 35.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Ha-dong WC-Grade 

Disintegrated at 9,00Orpm.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 

Si02 Ah03 Fe203 CaO MgO K20 Na20 

Conc.-1 38.92 44.48 36.80 1.95 1.26 0.36 0.48 0.61 

Conc.-2 21.85 44.95 35.84 2.32 2.05 0.54 0.49 0.69 

Conc.-3 18.69 45.81 33.94 2.88 3.48 0.83 0.50 0.89 

Tailing 20.54 51.64 23.83 2.03 15.58 0.76 0.39 2.99 

R.O.M 100.00 46.30 33.39 2.22 4.79 0.57 0.47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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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02 Ig.loss 

0.16 14.06 

0.18 13.19 

0.23 11.73 

0.96 1.97 

0.3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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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XRD pattem of the Conc.-1 for Ha-dong WC-grade 다sintegrated at ταxh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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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XRD pa야em of the Conc.-2 for Ha-dong WC-grade Disintegrated at καX>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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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XRD patt많1 of 삼le Conc.-3 for 뻐-dong WC-grade Disintegrated at 7，α뻐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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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XRD pattern of the Tail for 뻐.-dong WC-grade Disintegrated at 7，αX)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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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리적 특성 검토질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고령토의 품질규격은 화학조성/ 소성 백색도/ 내화도로 판정 

되고 있으며/ 고령토의 광물조성 또한 중요하며 원료로 사용할 때에는 입도분포l 가 

소수량/ 건조강도I 건조수축/ 소성특성 둥을 시험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을 충분히 조 

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업원료 중에서 가장 중 

요한 인자로 알려진 가소성 및 소성 백색도를 원광과 최종 정광을 대상으로 측정하 

여 정제 고령토의 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가소성 치는 원료의 입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원광시료는 정광과 같은 입 

도로 조절하기 위하여 진동 볼 밀을 사용하여 일정시간 마광하여 43μm 이하로 분쇄 

하여 사용하였다. 소성 백색도의 측정은 일반적으로 도자기 소성온도인 1230"C와 

1280 0C 에서 120분 동안 소성 후 일본 Minolta사(Model:CR-200)의 Colorimeter로 측 

정 후 Hunter's whiteness로 환산하여 소성 백색도 수치를 구하였다. 그리고 가소성 

측정은 독일의 Pfefferkom이 제안한 방법으로 각 수분변화에 따른 Ho/Hl 값을 측 

정 하여 plotting하여 Ho/Hl 값이 3.3일 때 의 수분을 가소성 치 로 하였다. 

다음 Table 36은 대명 WB급 원광시료와 정광의 소성 백색도와 가소성을 기재한 

것이다. 원광의 가소성 치는 25.4%이었으나 정광은 35.7-32.5%로 증가되었으며I 소 

성 백색도는 88.1에서 95.9까지 향상되었다. 또한 백색 C급 원광 시료의 가소성 치 

는 24.9%, 소성 백색도는 86.3이었고y 정광의 가소성 치는 29.2-35.1 %, 소성 백색도 

는 91.1-93.7로 상당히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이런 현상은 정제과정을 거쳐 석영l 

장석과 그리고 산화철/ 녹염석 둥 소성시 착색 원인이 되는 불순물은 제거되고 미 

립의 고령토만 정광으로 회수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Table 37에 기재한 하동 WB급 고령토의 가소성치는 25.9% 정도이었으나 

정광은 이보다 30% 이상 증가된 32.7-34.8%로 상당히 향상되었으며I 소성 백색도 

역시 원광의 89.3에 비하여 정광은 95.6 이상으로 백색도 향상율 역시 매우 우수하 

였다. 이러한 경향은 WC급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정광의 가소성치는 32.3 -34.5%, 

소성 백색도는 93.5-94.2로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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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Physical Properties of Dae-myoung White Kaolin. 

Plasticity Calcined 
Sample Remarks 

Value(%) Whiteness 

WB R.O.M 25.40 88.09 

WB Conc.-1 35.70 95.91 ground at 5,000rpm 

WB Conc.-2 33.00 95.35 ground at 7,000rpm 

WB Conc.-3 32.50 95.26 ground at 9,OOOrpm 

WC R.O.M 24.86 86.31 

WC Conc.-1 35.10 93.70 ground at 5,000rpm 

WC Conc.-2 31.70 92.66 ground at 7,000rpm 

WC Conc.-3 29.21 91.06 ground at 9,000rpm 

Table 37. Physical Properties of Ha-dong White Kaolin. 

Plasticity Calcined 
Sample Remarks 

Value(%) Whiteness 

WB R.O.M 25.92 89.34 

WB Conc.-1 34.80 95.90 ground at 5,000rpm 

WB Conc.-2 33.39 95.62 ground at 7,000rpm 

WB Conc.-3 32.70 95.62 ground at 9,000rpm 

WC R.O.M 25.34 88.48 

WC Conc.-1 34.50 94.19 ground at 5,000rpm 

WC Conc.-2 33.20 93.80 ground at 7,000rpm 

WC Conc.-3 32.30 93.49 ground at 9,0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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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규모확대 잘험 

지금까지 실험실 규모에서의 건식 산물에 대하여 화학분석 및 소성 백색도 및 가 

소성동 물리적 특성 검토결과 도자기 소지용 원료 생산을 위한 건식 정제결과는 상 

당히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산업화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하고1 다 

량 생산 시제품의 특성을 검토하고자 규모확대 실험을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기초실험에서 사용한 임돼트 밀과 유사한 

메카니즘의 햄머 밀을 사용하여 해쇄실험을 수행하였다. 햄머밀은 원통형 케이싱 

내부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회전체 (rotor)에 상부에서 투입된 원료가 회전체에 부 

딪히는 충격에 의하여 파쇄되는데/ 하부에 체망을 설치하여 체망 크기보다 굵은 입 

자는 수회 반복으로 충격을 받게되어 미립화되어 체망 밖으로 밀려나게 됨으로써 

파쇄가 종료된다. 해쇄된 원료는 50ATP 분급기를 사용/ 입도 분리를 위한 분급을 

하였다. 분급기는 원료 저장탱크에서 공급된 원료가 분급기에 내장된 분산 분급 날 

개에 충돌l 분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굵은 입자는 분급 날개의 선회류에 의하 

여 가는 입자보다 큰 원심력을 받아 하부로 낙하 굵은 산물로 회수되고 원심력을 

적게 받는 입자는 Bag filter와 분급실과의 차압으로 분급 날개를 따라 집진 싸이클 

론I Bag fi1ter 둥으로 유도되어 공기와 분리 포집된다. 이러한 분급기는 분급범위가 

넓고 입도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규모확대 실험은 다음 Flowsheet-3과 같이 햄머밀을 사용하여 해쇄 후 해쇄 된 

산물은 50ATP 분급기를 사용하여 43μm를 기준으로 굵은 입자와 가는 입자로 분급 

하여 가는 입자는 도자기용 원료로 사용하여 각 시료 공히 가소성/ 소성 백색도 퉁 

물리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명 고령토 

에 대하여는 각 산물에 대하여 x-선 회절 분석y 현미경 감정을 하였으며y 특히 wc 

급에는 6Owt.% 정도의 광미(잔사)가 발생하므로 산업화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잔사 

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 대명 wc급에서 발생하는 굵은 산물은 도자기 

용 이외의 용도개발을 위하여 불순물로 혼입된 함철광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식 

자력선별기를 사용하여 철분을 제거하여 고무 동의 충전제로 사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사용자 적용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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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sheet 3. Flow diagram of Scale-up test 

Physical 

Properties test 

Raw ore 

(water conten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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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띠ng 1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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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쇄실험 

기초 해쇄실험 결과 해쇄율에 따라 산물 중에 함유된 미립자의 품위는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팩트 밀의 분쇄매체 회전수를 7，000rpm으로 유지I 해쇄한 산 

물이 비교적 품위향상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햄머 밀을 사용하여 해쇄 

시에도 미립자 발생율은 기초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햄머 밀의 운 

전조건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해쇄된 산물은 Tyler standard sieve를 사용하여 

+325mesh와 -325mesh로 분립하여 각 산물에 대한 화학분석y 그 결과를 다음 Table 

38에 기재하였다. 

햄머밀에 의한 해쇄결과/ 대명 WB급의 -325mesh 산물의 생성율은 68.4wt.%이었 

고/ 품위 는 44.3%SiOι 37.4% Ah03, 1.02%Fe203, 1.7%CaO, O.13%Ti02, 14.3%Ig.loss 

이었으며/ 굵은 산물의 품위는 46.4%SiO강 33.7%Ah03, 1.40 % Fe203, 7.7%CaO, 

0.23%TiO강 8.5 % Ig.loss로 임팩트 밀 분쇄매체 7，000rpm으로 해쇄한 산물과 거의 유 

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WC급 시료는 동일한 조건으로 해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25mesh 산물의 발생 량율이 45.7wt.%에 불과하였으며I 품위 

역시 47.3%Si02, 34.0%Ah03, 1.51 % Fe203, 4.2%CaO, 0.15% Ti02, 10.0%Ig.loss로 산화 

철 및 산화칼숨의 함량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하동 시료 역시 임돼트 밀을 사용하여 해쇄한 결과와 거의 유사하여 WB 

급 시료의 -325mesh 산물의 생성율은 70.6wt.% 이 었으며/ 품위는 45.3%SiO강 

36.0%Ah03, 0.98%Fe203, 2.8%CaO, 0.18%Ti02, 13.0%Ig.loss, WC급의 미 립 자 생 성 율 

은 53.6wt. %, 품위는 44.9%Si02, 35.9 % Ah03, 2.38 % Fe203, 1.7%CaO, 0.15%Ti02, 

13.3%Ig.loss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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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Result of Disintegration Test by Hammer rnill. 

Yield 
Cornposition (%) 

Sarnple Prod. 
(wt. %) 

Si02 Ah03 Fe20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325 31.6 46.42 33.72 1.40 7.72 0.37 0.51 1.40 0.23 8.47 
Daernyung 

-WB 
-325 68.4 44.32 37.36 1.02 1.71 0.30 0.65 0.60 0.13 14.25 

+325 54.3 49.42 28.45 0.70 15.86 0.24 0.36 2.99 0.15 2.07 
Daernyung 

-WC 
-325 45.7 47.28 34.01 1.51 4.20 0.44 0.74 1.68 0.15 10.04 

+325 29.4 46.29 32.46 1.26 10.44 0.29 0.49 1.56 0.38 7.26 
Hadong 

-WB 
-325 70.6 45.30 35.97 0.98 2.78 0.23 0.54 1.14 0.18 13.03 

+325 46.4 48.06 30.49 2.19 8.38 0.56 0.42 1.72 0.56 7.72 
Hadong 

-WC 
-325 53.6 44.85 35.90 2.38 1.68 0.58 0.52 0.70 0.15 13.34 

2. 분급질험 

햄머밀을 사용한 해쇄실험 결과I 기초실험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50ATP 분급기를 사용하여 기초실험에서 최종 정광을 회수 가능한 

입도인 43μm을 기준으로 분급실험을 수행하여 원광석 중에 함유된 불순광물을 제거 

하고자하였다. 다음 Table 39는 각 시료의 분급실험 결과이다. 

대명 WB급 시료의 정광(OjF) 생산율은 58.5wt.%이고 품위는 44.5 %SiO강 

38.2 % Ah03, 0.77%Fe203, 1.1 %CaO, 0.12% Ti02, 13.6%Ig.loss이 었고， 41 .5w t. %의 광미 

(UjF) 품위 는 45.6%SiOι 33.32% Ah03, 1.66%Fe203, 7.2%CaO, 0.22% TiO강 

10.7%Ig.loss이었다. 또한 WC급의 정광 생산율은 30.7wt.%, 품위는 47.1 %Si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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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Ah03, 1.15%Fe203, 6.1 %CaO, 0.15% Ti02, 9.7%Ig.loss이었으며/ 광미의 생산율 

은 69.3wt.%이었으며/ 품위는 49.0%Si02, 30.2%Ah03, 1.03%Fe203, 12.5 % CaO, 

0.15% Ti02, 3.9%Ig.loss이었다. 기초실험과는 달리 정광의 생산율이 해쇄산물 중에 

함유된 43μm보다 작은 입자 중 상당히 많은 량이 굵은 산물로 회수되는 경향이 공 

통적으로 나타났다. 

하동 WB급 시료 역시 체가름 실험 결과와는 다소 미립자 생산율에 차이가 있어 

정광의 생산율은 63.6wt. %, 품위는 45.2%SiO강 36.2%Ah031 0.89 % Fe203, 2.6%CaO, 

0.17%TiO강 13.5 %Ig.loss이었으며I 광미의 생산율은 36.5w t.%, 품위는 46.3%Si02, 

32.7%Ah03, 1.36%Fe203, 9.2%CaO, 0.36% Ti02, 7.8%Ig.loss로서 산화철 제 거 율은 

16.0%, 산화칼숨 제거율은 47.5%, 이산화티탄 제거율은 29.2% 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하동 WC급 고령토의 정광 생산율은 39.4w t.%, 품위는 44.9%Si02, 36.0%Ah03, 

2.31%Fe203, 1.6%CaO, 0.14%TiO강 13.4 % Ig.loss이 었다. 

규모확대 분급실험 결과는 기초실험 결과에 비하여 정광 생산율 및 품위향상 면 

에서 대체로 저조한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원료광물에 수분 함량이 6wt.% 정도 

함유되어 있으나 기초 실험에 사용한 분급기는 분급 휠이 지그재그 형태로 분급 휠 

을 거쳐 굵은 산물로 배출되는 입자에 부착되어 있는 가는 입자들이 외부로 향하던 

중 굴곡부분에 부딪히면서 분산작용을 일으키고 이때 굵은 입자에 부착되었던 가는 

입자가 다시 분급 훨 내부로 모이게 되어 가는 입자로 배출되는 정선작용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급 효율이 향상되는 반면 규모확대 실험에서 사용된 50ATP는 

정선작용 없이 굵은 입자에 부착된 가는 입자들이 굵은 입자로 배출되기 때문에 분 

급 효율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분급효율의 향상을 위하여는 

원료광물에 함유된 수분의 건조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정광의 생산율을 향상시킬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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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by 50ATP. 

Composition (%) 

Sample Prod. 
Yield 
(wt. %) 

Si02 Ah03 Fe20 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I 

OjF 58.52 44.52 38.17 0.77 1.05 0.37 0.66 0.56 0.12 13.64 

Daemyung 
UjF 41.48 45.63 33.44 1.66 7.22 0.25 0.33 1.26 0.22 10.70 

-WB 

total 100.00 44.98 36.21 1.14 3.61 0.32 0.60 0.85 0.16 12.42 

OjF 30.67 47.12 32.89 1.15 6.13 0.24 0.36 1.76 0.15 9.69 

Daemyung 
UjF 69.33 49.02 30.15 1.03 12.48 0.37 0.61 2.67 0.15 3.93 I 

-WC 

total 100.00 48.44 30.99 1.07 10.53 0.33 0.53 2.39 0.15 5.70 

OjF 63.5 45.18 36.21 0.89 2.64 0.23 0.51 1.42 0.17 13.46 

Hadong 
UjF 36.5 46.30 32.73 1.36 9.19 0.29 0.54 0.98 0.36 7.76 

-WB 

total 100.00 45.59 34.94 1.06 5.03 0.25 0.52 1.26 0.24 11.38 

OjF 39.4 44.92 35.96 2.31 1.62 0.59 0.50 0.67 0.14 13.41 

Hadong 
UjF 60.6 47.20 31.72 2.16 6.85 0.56 0.45 1.27 0.47 8.76 

-WC 

total 100.00 46.30 33.39 2.22 4.79 0.57 0.47 1.17 0.3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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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Fig. 21은 규모확대 실험으로 생산된 대명 WB 정광에 대한 x-선 회절 분석 

결과이다. 분급정광에는 백운모/ 몬모릴로나이트y 고령토， anorthite등이 검출되었으 

나 대부분이 고령토 봉우리로 원광에서 나타났던 anorthite의 봉우리가 현저히 감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x-선 회절 정량분석 결과에서도 확인이 가 

능하였다. 동 시료의 정량분석 결과 고령토의 함량은 83.0wt.%(오차한계 :tl.ll %), 

몬모렬로나이트 O.lwt.%(오차한계 :t 0.03%), 백운모 14.8wt.%(오차한계 :t 0.95%), 

anorthite 2.1 w t. % (오차한계 :t 0.43%)로 대부분이 고령토임이 확인되었다. 

다음 Fig. 22는 wc급 정광에 대한 x-선 회절 분석 결과이다. 주 구성광물은 

laumonite, anorthite, 몬모릴로나이트/ 백운모l 고령토로 나타났으나 고령토 봉우리 

가 우세한 WB급과는 달리 고령토， anorthite, 백운모 봉우리가 뚜렷하였다. 정량분 

석 결과 원광에는 anorthite 76.7wt. %(오차한계 :t 0.83%) , 고령토 7.4wt.%(오차한 

계 :t 0.46 %), laumonite 3.8wt. % (오차한계 :t 0.23%), 몬모리로나이트 3.4wt. %(오 

차한계 :t 0.50%), 백운모 8.6wt.%(오차한계 :t 0.70%)이었으나 정광에 함유된 광 

물의 조성비는 anorthite 31.0wt. %(오차한계 :t 0.54%) , 고령토 49.7wt.%(오차한계 

': :t 0.63 %), laumonite 7.6wt. % (오차한계 :t 0.20%), 몬모리로나이트 1.Owt.%(오차한 

계 :t 0.06%), 백운모 10.6wt.%(오차한계 :t 0.56%)로 anorthite 35.1wt.%, 고령토 

42.3w t.% 가 증가되었으며， anorthite는 41.6wt.%가 감소되어 x-선 회절 분석 결과 

와 유사하였으며y 정제효과가 상당히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 Photo 13은 WB급 미립 정광에 대한 현미경 사진으로 정광에는 대부분이 미 

립의 고령토로 보이나 미립이면서 비교적 구형의 사장석과 갈철석이 분포하고 있었 

다. 특히 비교적 굵은 상태의 백운모(사진에는 침상으로 보임)와 흑운모가 정광산물 

에 혼입되어 갈철석과 함께 정광의 철 품위를 높여주는 불순광물임을 알 수 있었다. 

Photo 14는 wc급 미립 정광에 대한 현미경 사진으로 정광에는 대부분이 미립의 고 

령토로 보이나 미립이고 비교적 구형의 사장석이 상당량 분포하고 있으며， 간혹 갈철 

석도 관찰되었다. 특히 비교적 굵은 상태의 백운모(사진에는 침상으로 보임)가 상당량 

분포하고 있어 정광산물의 철 품위를 높이는 근원광물로 규명되었으며/ 산화칼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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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역시 사장석으로 인한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건/ 습식 분급에 의하여 분리가 곤란한 판상의 운모류의 제거는 상 

당히 곤란한 것으로 알려져 분급에 의한 철분 제거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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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XRD pa야em of Daemyung WB-Grade Conc.(O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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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XRD pattem of Daemyung WC-Grade Conc.(OjF) 

-118-



Photo 13. Optical Micrograph of Daernyung WB-Grade Conc.. 

Photo 14. Optical Micrograph of Daernyung WC-Grade C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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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미 정제질험 

모암의 풍화가 덜된 국내 고령토의 건식 정제실험 결과 광미로 제거되는 양이 대 

명 WB급은 41 .5w t. %, WC급은 69.3wt.%, 하동 WB급은 36.6wt. %, WC급은 

60.5wt.%로 상당히 많은 량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WC급 시료의 대부분이 광미이 

므로 광미의 활용이 필수적으로 판단된다. 광미에는 여러 종류의 불순물이 혼입되 

어 있으나 대부분이 anorthite로 판단된다. 조암광물의 조성비를 확인하기 위한 대 

명시료의 x-선 회절 정량 분석결과 WB급은 몬모리로나이트 4.6wt.%(오차한계 ::1:: 

0.16%), 백운모 15.7wt. %(오차한계 ::1:: 0.46%), anorthite 15.5wt.%(오차한계 ::1:: 

0.42%), 고령토 64.2wt.%(오차한계 ::1:: 0.56%)이었으며， WC급은 몬모리로나이트 

2.7wt.%(오차한계 ::1:: 0.29%), 백운모 9.이~t. %(오차한계 ::1:: 0.62%), anorthite 

81 .4w t. %(오차한계 ::1:: 0.93%), 고령토 5.3wt. %(오차한계 ::1:: 0.73%), laumonite 

2.7wt. %(오차한계 ::1:: 0.29%)이었다. 따라서 함철 불순광물의 제거한다면 장석의 용 

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대명 WB, WC급 시료의 분급시 굵은 산물로 회수된 시료를 대상으로 건 

식 자력선별 실험을 수행하였다. 건식 자력 선별기는 영구자석이 장착된 

Pulley-type magnetic separator로서 표면 자속밀도는 8,OOOgauss 정도이었으며， 

pulley의 회전수는 10야pm， 급광량은 벨트 표변에 단일층(mono-layer)으로 공급될 

수 있는 양으로 하였다. 

다음 Table 40은 자력선별 실험결과이다. WB급의 정광 생산율은 79.2wt. %, 품위 

는 45.7%Si02, 35.10%Ah03, 0.59 % Fe203, 4.1 %CaO, 0.11 % TiO강 11.6%Ig.loss로 산화 

철의 품위가 상당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WC급 시료의 자선 정광의 생 

산율은 81.0wt.%，산화철 품위는 0.43Fe203%로 탈철효과가 우수하였으며 광미의 알 

루미나 품위가 정광보다 높아 35.6% 정도이었다. 이는 함철 백운모와 흑운모 혼입 

이 많아 자력선별시 자성산물로 회수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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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산물의 조암광물을 규명하기 위한 X-선 회절 분석 결과는 다음 Fig. 23 및 

Fig. 24에 나타내었다. Fig. 23은 대명 WB급 자선 정광에 대한 X-선 회절 분석 결과 

로서 주 구성광물은 고령토로 나타났으며/ 그 외 anorthite, 백운모/ 몬모리로나이트 

둥을 함유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Fig. 24의 광미에는 구성광물은 동일하였으나 

고령토의 봉우리는 현저히 감소하고 rnontInorillonite와 anorthite 봉우리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Fig. 25는 WC급 비자성 산물에 대한 X-선 회절 분석 결과로서 anorthite와 고령 

토가 주 peak를 이루고 있으며/ 몬모릴로나이트I 백운모， laumonite가 검출되었다. 

그러나 Fig. 26의 자성산물에는 anorthite 와 백운모가 주 peak 이었다. 

Table 41은 XRD에 의한 정량분석 결과로서 WB급 정광에는 고령토가 69.4wt.%인 

반면 광미에는 44.2wt.%이고/ 몬모릴로나이트와 백운모는 광미에 각각 21.6wt.%와 

21 .3wt.%로 정광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었다. 또한 WC급 자선 광 

미에는 백운모가 14.6wt.%로서 7.7wt.%인 정광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양이었으며/ 

정 광에 는 anorthite가 85.1wt.% 이 었다. 

다음 Photo 15는 자선 정광 산물에 대한 현미경 사진으로 비교적 굵은 상태의 석 

영이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석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 외 대부 

분의 광물은 사장석으로 철분 둥 불순물의 오염이 거의 없이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자석 정광과는 달리 Photo 16의 자성산물에 대한 현미경 사진에 

는 유색광물， 함철광물 그리고 함 티탄광물이 현저하게 많이 분포하였다. 유색광물 

로는 녹염석이 비교적 굵은 상태로 분포하고 있으며/ 사진에는 표시되지 않았으나 

녹니석 역시 확인되었다. 함철광물로는 갈철석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함티탄광물 

로는 티탄철석과 스핀이 교효되어 산출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불순물이 

자성산물로 제거됨으로써 자선정광의 철 품위가 상당히 낮아지는 원인이 되었다. 

다음 Photo 17은 대명 WC급 자선정광에 대한 현미경 사진이다. 정광에는 흑운 

모， 티탄철석/ 철 산화물 둥 불순광물이 거의 제거되고 사장석이 대부분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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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러나 Photo 18에 기재한 자성산물의 현미경 사진에는 흑운모와 갈철석이l 

Photo 19에는 녹니석과 흑운모/ 티탄철석/ 스핀 둥 철분과 이산화티탄의 품위를 향 

상시키는 불순광물이 관찰되었으며 I Photo 20에는 비교적 굵은 상태의 철 산화물인 

적철석과 티탄철석이 관찰되었으며I 티탄철석 주변부에는 스핀이 교효되어 산출되 

어 불순물의 품위를 향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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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XRD patil얹1 of 암le Da앉lyung WB Non-mag. 암'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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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XRD patt않1 of 암le Da없lyung WB Magnetic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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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XRD patt따1 of 난le Da많lyung WC Non-mag. 암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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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XRD paU없1 of the Da，앉lyung WC Magnetic 단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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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0. Resu1t of Dη Magnetic Separation for Daemyung Under-flow Samples. 

Yield 
Composition(% ) 

Sample Prod. (wt. %) 
Si02 Ah03 Fe203 CaO K 20 Na20 Ti02 Ig.Ioss 

Conc. 79.19 45.66 35.14 0.59 4.07 0.36 1.07 0.11 11 .56 

Daemyung 
Tailing 20.81 45.52 26.97 5.73 19.21 0.22 1.98 0.64 7.43 

-WB 

Total 100.00 45.63 33.44 1.66 7.22 0.33 1.26 0.22 10.70 

Conc. 81.00 49.18 29.92 0.43 11.66 0.32 2.59 0.10 2.90 

Daemyung 
Tailing 19.00 48.34 35.55 3.80 5.71 1.43 1.54 0.36 8.32 

-WC 

Total 100.00 49.02 30.99 1.07 10.53 0.53 2.39 0.15 3.93 

Table 41. Mineralogical Content of Samples by XRD. 

Conc. Tail 

Sample Mineral 
Content Error Content Error 
(wt. %) (:t %) (wt. %) (:t %) 

Anorthite 16.2 0.39 12.9 0.66 

Kaolin 69.4 0.48 44.2 0.88 
WB-Conc. 

Montmorillonite 0.1 0.03 21.6 0.66 

Muscovite 14.2 0.37 21.3 0.78 

Laumonite 1.0 0.90 4.1 0.24 

Montmorillonite 1.9 0.23 6.0 0.55 

WC-Conc. Muscovite 7.7 0.60 14.6 0.72 

Anorthite 85.1 0.90 65.6 1.04 

Kaolin 4.3 0.65 9.8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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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5. Optical Micrograph of Daemyung WB-Grade Non-mag .. 

Photo. 16. Optical Micrograph of Daemyung WB-Grade M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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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7. Optical Micrograph of Daemyung WC-Grade Non-mag .. 

Photo. 18. Optical Micrograph of Daemyung WC-Grade M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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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9. Optical Micrograph of Daernyung WC-Grade Mag .. 

Photo. 20. Optical Micrograph of Daernyung WC-Grade M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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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실험결과 대명 WB급 시료를 건식 분급하여 미립 정광을 회수하고 굵은 

산물에 대하여 건식 자력선별 후 최종 정광을 회수한다면 다음 Table 42와 같이 정 

광의 생산율은 91 .4w t. %, 품위는 45.7%Si02, 35.10 % Ah03, 0.59 % Fe203, 4.1 %CaO, 

0.11 % Ti02, 11.6%Ig.loss로 정광의 산화철 제거율은 29.7%, 산화칼슐 제거율 23.3%, 

이산화티탄 제거율 31.3%이었다. 

또한 대명 WC급 시료를 건식 분급하여 미립 정광을 회수하고 굵은 산물에 대하 

여 건식 자력선별 후 최종 정광을 회수한다면 다음 Table 43과 같이 생산율이 원광 

석의 56.2wt.%이었으며， 품위는 49.2%SiOz, 29.9 % Ah03, 0.43 % Fe203, 11.7%CaO, 

0.15%TiOι 2.9%Ig.loss이었다. 따라서 미립 정광과 자선 정광을 최종 정광으로 회수 

한다면 최 종 정 광의 생 산율은 86.8wt.%, 품위 는 48.5%SiO강 31.0 % Ah03, 0.68%Fe203, 

11.0%CaO, 0.15% TiO강 5.3%Ig.loss로 정 광의 산화철 제 거 율은 29.9% 이 었다. 

규모확대 실험에 의하여 생산된 각 산물의 물리적 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명 

WB, WC급 시료의 미립 정광과 미립 정광에 자선정광을 혼합한 시료에 대하여 단 

미 자체와 단미에 장석을 1 : 1로 혼합한 시료에 대하여 소성 백색도와 가소성을 

검토하여 다음 Table 44에 기재하였다. 먼저 WB급 미립 정광의 단미 백색도는 

92.9, 가소성은 33.52% 이었으며/ 장석을 혼합한 시료의 소성 백색도는 86.68이었다. 

그리고 미립 정광과 자선 정광을 혼합한 시료의 소성 백색도는 92.41, 혼합 시료 

의 소성 백색도는 82.76이었고/ 가소성은 32.98% 이었다. 또한 WC급의 미립 정광의 

소성 백색도는 93.59, 장석과 혼합한 시료의 소성 백색도는 79.51로 현저히 저하되 

었으며/ 가소성은 34.38%이었으며I 미립 정광과 자선 정광을 혼합한 시료의 소성 백 

색도는 95.98로 매우 우수하였으며 장석과 혼합한 시료의 소성 백색도는 84.16, 가 

소성은 33.72% 이었다. 따라서 가소성은 상당히 우수하였으나 장석과 1 : 1로 혼합 

하여 소성시에는 백색도가 다소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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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Result of Dη Purification for Daernyung WB Grade. 

Cornposition(%) 

Products Yield 
(wt. %) 

Si02 Ah03 Fe203 CaO K20 Na20 Ti02 Ig.loss 

OjF 58.52 44.52 38.17 0.77 1.05 0.79 0.56 0.11 13.64 

Non-rnag. 32.85 45.66 35.14 0.59 4.07 0.56 1.07 0.12 11 .56 

Sub-total 91.37 44.93 37.08 0.71 2.14 0.71 0.74 0.11 12.89 

Mag. 8.63 40.99 31.90 3.26 9.66 0.56 0.67 0.69 10.29 

Total 100.00 44.48 36.99 1.01 2.79 0.70 0.73 0.16 12.67 

Table 43. Result of Dry Purification for Daernyung WC Grade. 

Cornposition(% ) 

Products Yield 
(wt. %) 

Si02 Ah03 Fe203 CaO K20 Na20 Ti02 Ig.loss 

OjF 30.67 47.12 32.89 1.15 6.13 0.66 1.76 0.15 9.69 

Non-rnag. 56.16 49.18 29.92 0.43 11.66 0.32 2.59 0.15 2.90 

Sub-total 86.83 48.52 30.97 0.68 11.00 0.44 2.68 0.15 5.30 

Mag. 13.17 46.99 29.75 2.86 10.73 0.51 2.46 0.15 5.36 

Total 100.00 48.32 30.81 0.97 10.96 0.45 2.65 0.15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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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Physical Properties of Purified Daemyung Kaolin. 

I닮~냥밸r WB-OjF WB-OjF WC-OjF WC-OjF 
+Non Mag. +Non Mag. 

Calcined whiteness 92.20 92.41 93.59 95.98 

Calcined whiteness 86.68 82.76 79.51 84.16 Mixed Feldspar 

Plasticity(% ) 33.52 32.98 34.38 33.72 

-131-



4. 정제 광미의 사용자 적용실험 

건식 해쇄 및 분급에 의하여 미립의 고령토 정광을 회수하고/ 잔사의 활용을 위 

하여 대명 WB， WC급 시료에 대하여 건식 자력 선별 실험을 수행하였다. 자력선별 

결과 WB급 시료 잔사의 자력선별 정광의 생산율은 32.6wt.%이었으며 y 품위는 

45.7%Si02, 35.10%Ah03, 0.59 % Fe203, 4.1 %Cao, 0.11 % Ti02, 11.6%Ig.loss이 었으며 l 

구성광물은 몬모릴로나이트l 백운모/ 고령토， anorthite 퉁이었고/ 각 광물의 조성비 

는 몬모리로나이트 0.1 :t0.03wt. %, 백운모 14.2 :t 0.37wt. %, 고령토 69.4 :t 0.48wt. %, 

anorthite 16.2 :t 0.39wt. %이었다. WC급 시료 잔사의 정광 생산율은 56.2wt.%이었으 

며 r 품위는 49.2%Si02, 29.9 % Ah03, 0.43 % Fe203, 11.7%CaO, 0.15%Ti0 2, 2.9%Ig.loss 

이었으며/ 구성광물은 WB급과 유사한 몬모릴로나이트I 백운모I 고령토， anorthite, 

laumontite 둥 이었고， 각 광물의 조성비는 몬모리로나이트 1.9 :t 0.42wt. %, 백운모 

7.7 :t 0.60wt. %, 고령토 4.3 :t 0.65wt. %, anorthite 85.1 :t 0.90wt. %, laumontite 1.0 :t 

0.23wt.%이었다. 따라서 생산율도 많고 산화철 품위는 비교적 낮아 소성 백색도가 

94로 우수한 잔사의 활용이 경제적인 측면과 부존 자원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필 

수적이라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품위의 회장석을 일본에서는 고무y 플라스틱 충전 

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시료 역시 충전재 또는 요업원료로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일본 H사에서 충전재 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품위는 

50.5%Si02, 31.1 % Ah03, 0.47%Fe203, 8.3%CaO, 0.07%TiO강 4.9% Ig.loss로 WC급의 잔 

사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료에 대하여 요업원료로는 물론이고 고무， 플라스틱 용 충전재 

로 활용하기 위하여 업도 축소 후 사용자 적용실험을 수행하였다. 현재 일본 H사에 

서 사용하는 충전재용 회장석의 입도는 2f.l1Il 이하의 입자가 80wt.% 정도이므로 이 

러한 입도로 조절하기 위하여 볼 밀l 진동 밀I 제트 밀둥을 사용하여 건식 공정으로 

입도조절을 하였으나l 분쇄 메디어에 시료가 부착되고/ 또한 이러한 분쇄기를 사용 

하여 2μm 이하의 입자 분포를 80wt.% 이상으로 조절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웅이 수 

반되었다. 따라서 탈수 동의 문제점은 있지만 미립 분쇄가 용이한 회전 밀(Attrition 

mill)을 사용하여 습식 공정으로 분쇄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회전 밀은 실험실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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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국 Union Process사에서 제작한 Attritor(model 명 : 

l-S-Laboratory)을 사용하였다. 밀의 용량은 6ι 회전수는 550rpm까지 조절이 가능 

하다. 회전 밀은 광액농도/ 광액의 양l 볼의 크기 및 장입량， 분쇄물의 초기 입도I 

교반 속도 둥 분쇄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대단히 많으나/ 본 실험에서는 그 

동안 타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참고로 교반기의 회전수는 300rpm, 볼의 장입량은 

밀 부피의 60%인 3.6 Q, 시료양은 500gr., 광액 농도는 5Owt.%, 분쇄시간은 30분으 

로 고정하였으며/ 분쇄 시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밀 내부/ 임펠러/ 분쇄매체 둥 모 

두 알루미나 재질을 사용하였다. 또한 분쇄물의 투입 입도는 O.5mm 이하로 조절하 

여 투입하였다. 

다음 Fig. 27은 이러한 조건으로 분쇄한 산물의 입도 측정 결과이다.2따l 이하의 

입자의 분포율을 80wt.% 정도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본 시료의 경우 최대 입도를 6 

μm 이 하로 조절하여 야 하며/ 이 산물의 D(50)은 1.24μm， D(90)은 2.72μm이 었다. 사용자 

적용실험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회장석을 사용한 예가 없으나 일본에서는 지속적 

으로 사용하므로 일본 소지 원료 회사에 의뢰l 자선 정광의 입도 조절 없이 요업원 

료로의 사용을 위한 적용실험 결과I 소성 백색도도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그 

리고 Fig. 27과 같이 입도 조절을 한 미립자는 화학성분과 입도분포를 볼 때 충전재 

로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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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 Size 

j1IDs. under 띠ns. 

0.10 0.3 0.55 

0.11 0.5 0.61 

0.12 0.8 0.68 

0.14 1.1 0.75 

0.15 1.6 0.83 

0.17 2.2 0.93 

0.19 2.9 1.03 

0.21 3.8 1.15 

0.23 4.9 1.28 

0.26 6.2 1.42 

0.29 7.7 1.58 

0.32 9.3 1.75 

0.36 11.1 1.95 

0.40 13.2 2.17 

0.44 15.5 2.41 

0.49 18.1 2.68 

0.1 

% Size % Size % 

under 띠ns under j1IDs under 

20.9 2.98 93.0 16.3 100 

23.8 3.32 95.6 18.1 100 

26.9 3.69 97.5 20.1 100 

30.4 4.10 98.6 22.4 100 

34.1 4.56 99.3 24.9 100 

37.9 5.07 99.7 27.7 100 

42.1 5.64 99.9 30.8 100 

46.6 6.27 100 34.2 100 

51 .5 6.97 100 38.1 100 

56.8 7.75 100 42.3 100 

62.5 8.62 100 47.2 100 

68.4 9.58 100 52.3 100 

74.3 10.7 100 58.2 100 

79.9 11.8 100 64.7 100 

85.0 13.2 100 71.9 100 

89.5 14.6 100 80.0 100 

10 

Particle size ( 때 ) 

Result sours=Sample 

Record No. 0 

Focal length = 45mm 

Presentation stand 

Volume distribution 

Beam length = 2.2mm 

Obscuration = 0.1426 

Volume Conc.= 0.0030% 

Residual = 3.826% 

Model indp 

O(v,O.5) = 1.24 j1ID 

0(v,0.9) = 2 η때 

O(v,O.l) = 0.34j1ID 

0(4,3) = 1.37j1ID 

0(3,2) = 0.81때 

Span = 1.9 

Spec. surf. area 

8.1329 sq.m.j cc 

100 

Fig 27. Particle Size Analysis of Daemyung WC Non-mag. ground 
by Attrition Mi1l for 3O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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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화 공정의 개략설계 

가. 해쇄 및 분급시설 

기초 및 규모확대 실험결과l 단순한 건식 공정으로 국내 저급 고령토의 품위향상 

가능성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국내 부존량이 많은 WC급 고령토를 대상으로 산업화를 위하여 월 

800(1 .5tfh)과 2，000톤(3.5tjh) 규모의 산업 화를 위 한 개 략설 계 공정 을 다음 Fig. 28 

에 나타내었다. 

1. 저광사 : 현장에서 채광된 원광석에는 15wt.%정도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으므 

로 건조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저광사에서 가능한 많은 양의 수분을 감소시키기 위 

하여 현장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넓은 면적이 요구된다. 

2 원광석 저장탱크 : 일정량씩 건조 및 해쇄기에 투입하기 위한 광석저장시설로 

월 2，0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이더라도 20m3이면 충분할 것임. 이때 함수 상태의 원 

광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시료 급광 장치의 부착이 요구된다. 원광석은 BjC 

에 의하여 건조 및 해쇄기에 공급된다. 

3. 건조 및 해쇄기 : 공급된 광석은 건조와 해쇄를 통시에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지금까지 실험에 사용된 광석에는 6wt.%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료의 해쇄에는 충격식 분쇄기를 사용하여도 커다란 문제가 없었으나 분급 

과정에서 홉습 미립자가 굵은 입자에 부착l 굵은 입자로 배출되는 관계로 함수량은 

3wt.%이하로 조절함이 타당할 것임. 

건조 및 해쇄기의 소요 면적은 800톤/월 처리규모 시 4m x 강n정도의 면적이 

소요될 것이면/ 해쇄기에 소요되는 동력은 최대 75kw, 송풍량은 70m3jmin이며r 이 

때 물의 비 열을 감안하여 증발량을 계산하면 250kgjh로 원광석은 충분히 건조될 

것이다. 또한 2，000톤/월 규모의 건조 해쇄기의 설치여건은 6mx3m, 소요동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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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kw 송풍량은 200m3jmin이며l 이때 증발량은 680kgjh가 기대된다. 

4. 해쇄산물 저장탱크(집진식) : 건조 및 해쇄된 산물은 이송관을 따라 집진식 저 

장탱크에 저장된다. 저장탱크의 크기는 800톤/월 처리 규모 시 3.2 x 2.3 x 4.3m크기 

이며， Bag filter의 면적은 77.3m2가 소요될 것이다. 또한 2，000톤/월 규모에서는 5.6 

x 2.3 X 4.9m, Bag filter의 면적은 186.6m2가 되어야 한다. 이때 저장탱크 상부에는 

clean air 방류를 위한 blower의 설치가 요구되며/ 하부에는 분급기에 일정량씩 급 

광이 가능하도록 screw feeder를 설치 한다. 

5. 분급기 : 해쇄된 산물을 분급하는 부분으로 생산율 및 품위 향상율을 고려할 

때 우수한 성능의 분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팀에서 검토한 

분급기의 경우 설치 소요면적은 800톤/월 처리 시에는 1.2 x 1 x l .5m이고， 2，000톤/ 

월 처리 시에는 1.4 x 1.2 x 1 .6m가 소요될 것이며I 분급범위는 10-200μm이다. 

800톤/월 처리 규모의 분급기 구동모터의 소요동력은 5.5kw, 소요 공기량은 

2，500m3jh로 5.5kw의 송풍기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2，000톤/월 규모의 분급기 구 

동 모터의 소요동력은 . 7.5kw， 송풍량은 4，000m3jh로 7.5kw 용량의 송풍기가 설치되 

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폴리우레탄이나 알루미나로 라이닝이 가능하지만 처리코자 

하는 시료에는 마모성 광물이 거의 없으므로 라이닝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 분급기 

를 거친 미립자는 집진 싸이클론으로/ 굵은입자는 저장탱크를 거쳐 함철광물의 불 

순물 제거를 위한 건식 자력 선별기에 투입된다. 

6. 집진 싸이클론 : 분급기를 거쳐 분급된 산물 중 가는 산물은 원광석의 30wt.% 

전후로 판단된다. 따라서 800톤/월 규모일때는 560 rþ x 1.9m, 2，000톤/월 일때는 710 

rþ x 2.4m 크기의 집진 싸이클론이 소요될 것이고l 이때 송풍기 용량은 각각 11배， 

17배이다. 

7. 집진 bag filter : 집진 싸이클론에서 대부분의 미립자는 집진이 가능하지만 

3-5wt.% 정도의 초미립자는 bag filter를 설치， 집진이 필요하다. 이때 집진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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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는 800톤/월 규모에는 1.5m ￠ × 4.6mr 403m2의 bag filter의 면적이 소요되며/ 

2，000톤/월 규모 일때는 2.2m ø X 5.2m, 66.8m2의 면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clean 

air의 방출을 위하여 llkw와 17kw의 송풍기가 각각 소요된다. 

이상의 해쇄， 분급시설에 소요되는 총 면적은 800톤/월 규모시 20m x 7m x 9m, 소 

요동력은 130kw, 2，000톤/월 규모시 25m x 8m X 10m의 설치면적과 300kw 정도의 

동력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나. 건식 자력선별 및 미립화 시설(굵온 산물) 

8. 건식 자력선별기 : 분급과정에서 약 3Owt.% 정도의 미립자가 회수되고 7Owt.% 

정도는 주로 회장석으로 굵은 산물로 배출되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건식 자력선 

별을 통하여 함철 불순물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건식 자력선별기는 표면 자속밀도 

가 8,000gauss 이면 탈철 효과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I 원광 기준 800톤 처리시 

자석 롤은 100Ø X 폭 1,020mm, 2，000톤 처 리 시 에 는 1,020 ø X 폭 1,50Omm 규모의 

자선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석의 구동을 위한 동력의 각 2kw 정도이다. 

9. 건식 볼 밀 : 본 연구에서 생산 가능한 품위의 회장석을 고무 둥의 충전재로 사 

용하는 일본의 경우 입도를 2μm 이하의 산물이 8Owt.% 정도로 조절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생산 가능한 회장석은 국내보다는 수요처가 많은 일본으 

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 사용하는 입도로 조절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조작이 용이한 볼 밀을 사용하고자 할 때 800톤 처리규모의 볼 밀은 

190Ø x 260cm의 볼 밀이 필요할 것이고I 소요동력은 분쇄매체에 따라 달라 분쇄매 

체로 flint stone, steatite 또는 porcelain 둥을 사용하면 55kw, alumina oxide를 사 

용하면 75kw가 소요되나 알루미나 옥사이드를 사용하면 25% 정도의 증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쇄매체의 선택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볼 밀의 설치 

면적은 195 Ø x 4m 정도이다. 2，000톤 처리시에는 분쇄매체로 flint stone, steatite 

또는 porcelain 둥을 사용하면 140kw, alumina oxide를 사용하면 160kw가 소요되 

며r 볼 밀의 설치면적은 195Ø x 7m 정도이다. 

연
 

1 ’ 
4 



10. 분쇄된 산물은 bucket elevator를 사용하여 저광한 뒤 일정량씩 5항과 같은 크 

기의 분급기에 공급/ 굵은 산물과 가는 산물로 분급/ 가는 산물은 10항의 집진 싸이 

클론을 통하여 집진 및 포장하여 최종 제품으로 출하하고I 굵은 산물은 다시 볼 밀 

에 재장입/ 분쇄를 한다. 따라서 원광석을 월 800톤 규모로 처리 시설시 미립화 부 

분에 소요되는 동력은 100kw, 설치면적은 15m X 7m X 11m, 2，000톤 처리시에는 

140kw, 면적은 20m X 7m x 1강n 정도 소요되어 총 소요동력은 800톤 규모시에는 

270kw, 2，000톤 처 리 규모에는 440kw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략공정의 설계를 위하여 소요동력과 설치면적의 추산은 그 동안 실험 결과를 토 

대로 이와 유사한 기종을 선정/ 조사하였으나 특정업체의 장비를 소개하기는 곤란/ 

장비명과 가격은 표기하지 않았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공정에 채택 

된 장비는 특수한 장비가 아니라 범용의 장비이므로 제조업체와 관계없이 구입， 설 

치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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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Proposed Dry Purification Flowsheet for Domestic Kao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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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습식 정제 잘험 결과 

실험에 사용된 대명 고령토 W급 시료는 모암의 미풍화와r 풍화 및 열수작용시 

불순물의 혼입으로 육안으로 관찰하여도 비교적 굵은 상태의 장석 동의 불순물 혼 

입이 많은 광석이었다. 원광의 조암광물 확인을 위한 X-선 회절 분석 결과， 주 구성 

광물은 소다장석 (albite), 회 장석 (anorthite), 백 운모(rnuscovite ), 석 영 (quartz), 고 령 토 

(kaolinite), 투각섬석(trernolite)， 몬모릴로나이트(rnontrnorillite) 둥이었으며I 광학현 

미경 관찰결과/ 산화철과 티탄철석 (ilrnenite ), 자류철석 (pyrrhotite) 및 금홍석 (rutile) 

둥이 소량 수반되어 품위 및 백색도를 저하시킴을 알 수 있었다. 

XRF를 사용하여 얻은 원광석의 화학분석 결과/ 대명고령토 WB급 원광 시료의 

품위는 44.98%Si02, 36.21 % Ah03, 1.14%Fe203, 3.61 %CaO, WC급은 48.44 %Si02, 

30.98 % Ah03, 1.07%Fe20 3, 10.53%CaO로서 고령토의 이론치에 비해 산화철(Fe203)과 

산화칼슐(CaO)의 품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습식 해쇄한 시 

료를 체가름 실험한 결과/ 대명 고령토 시료에 수반되는 불순물은 고령토에 비하여 

비교적 굵은 상태로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XRD를 사용한 광물감정 결과/ 불 

순물은 석영， 장석류， 투각섬석 동으로 연질의 고령토에 비하여 비교적 경도가 높은 

광물들임을 알 수 있었다. 

상기와 같은 특성을 갖는 대명 고령토중의 불순광물을 습식정제 방법으로 제거하 

고자하였다. 습식 정제방법으로는 고령토와 불순물로 폰재하는 광물의 비중과 크기 

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l 이들의 수용액 중에서의 침강속도의 차이를 이용한 침강법 

으로 정제하려 하였다. 먼저 광액 농도를 변화시켰을 경우 회수율의 변화를 알아보 

기 위하여 대명 WB급 시료를 6, 8, lOwt.%로 각각 광액농도를 변화시켜 실험한 결 

과를 Fig. 29에 나타내었다. Float 1, float 2 및 float 3는 앞절의 실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1차 부유산물/ 제2차 부유산물 및 제3차 부유산물을 회수한 것을 나타 

낸 것이며， sink는 3차 부유산물 회수 후 실린더 속에 침강되어 최종적으로 남아 있 

던 산물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광액농도 10%인 경우를 살펴보면 1차 침강실험 후 

다시 2차 침강실험을 행하면 회수되는 부유산물의 생산율은 48.77wt.%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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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wt.%로 급격히 감소하고 3차 침강실험 후에는 6.25wt. %로 감소함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침강 실험의 반복은 3회 정도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Fig. 29의 결과로부터 float 1, float 2 및 float 3을 정 광으로 회 수하면 WB의 float 

정광 생산율은 광액 농도가 6, 8 및 10wt.%인 경우 각각 71.08, 70.75 및 69. 77wt.% 

로서 광액 농도를 변화시켜도 생산율에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 

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침강실험은 lOwt.%의 광액 농도로 수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광액농도 10%로 하여 3회 침강실험을 행한 후 각 산물을 회수하여 X선 형 

광 분석을 이용하여 정량분석을 행한 결과를 Table 45에 나타내었다. Table 45의 결 

과로부터 float 1, float 2 및 float 3의 화학조성은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원광의 화학조성에 비하면 실리카(Si02)의 함량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r 반면에 

알루미나(Ah03)의 함량이 약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산화철(Fe203)의 함 

량도 원광의 1.14%에서 0.84%로 감소됨을 알 수 있었으며I 산화칼숨(CaO)은 원광의 

3.6%에서 1.2%로 현저하게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sink 산물의 화학조성 

을 살펴보면 알루미나의 함량이 36.2%에서 33.5%로 감소했으나， 산화철의 함량은 

원광의 1.14%에서 1.82%로 증가되었고I 산화칼숨은 원광의 3.6%에서 9.3%로 현저하 

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float 산물에 비해 sink 산물에는 산화철 동의 

철 화합물과 산화칼숨을 함유하는 광물이 다량 분포됨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광물의 동정 (identification)을 위해 float 1, float 2, float 3 및 sink 산물에 

대해 X선 회절 분석과 SEM 사진을 Fig. 30과 Photo 21 및 Photo 22에 각각 나타내 

었다. Fig. 30의 결과로부터 float 1, float 2 및 float 3의 X선 회 절 pattem에 는 거 

의 차이가 없으며 대부분이 muscovite, kaolinite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량의 

anorthite가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ink 산물의 X선 회절 pattem을 살펴보 

면 anorthite가 대부분이며 kaolinite도 소량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able 45의 화학분석 결과에 나타난 sink 산물의 산화칼숨의 증가의 주된 원인은 

anorthite7}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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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Result of Decantation Test as a Function of Pulp density for 
Daemyung WB-grade kaolin. 

Table 45. Chemic매 뼈lysis of Purified Daemyung WB grade kao파1 by Decantation. 

Yield 
Composition (wt. %) 

Products 
(wt. %) Si02 Ah03 Fe203 CaO MgO K20 Na20 Ti02 Ig. loss 

R.O.M 100 44.98 36.21 1.14 3.61 0.32 0.60 0.85 0.16 12.42 

Float 1 48.77 44.99 37.53 0.84 1.17 0.29 0.71 0.58 011 13.77 

Float 2 14.75 44.94 37.10 0.83 1.17 0.29 0.71 0.57 0.11 13.52 

Float 3 6.25 44.94 37.08 0.86 1.18 0.29 0.72 0.58 0.11 13.57 

Sink 30.23 45.00 33.46 1.82 9.25 0.38 0.36 1.49 0.21 9.50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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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XRD pattems of the Purified Da앉lyung WB grade kaolin by 마c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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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1. SEM photograph of the Daemyung WB float 1. 

Photo 22. SEM photograph of the Daemyung WB s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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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 WC의 침강실험 시/ 광액 농도를 변화시켰을 경우 회수율의 변화를 알아보 

기 위하여 6, 8, 10wt. %로 각각 광액농도를 변화시켜 실험한 결과를 Fig. 31에 나타 

내었다. 대명 WB와 마찬가지로 float 1, float 2 및 float 3는 제1차 부유산물/ 제2차 

부유산물 및 제3차 부유산물을 나타낸 것이며， sink는 3차 부유산물 회수 후 실린더 

속에 침강되어 최종적으로 남아 었던 산물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광액농도 10%인 경우를 살펴보면 1차 침강실험 후 다시 2차 침강실험을 행하면 

회수되는 부유산물의 생산율은 26.24wt.%에서 8.5wt.%로 급격히 감소하고 3차 침강 

실험 후에는 4.5wt.%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대명 WB와 마찬가지로 Fig. 31의 

결과로부터 float 1, float 2 및 float 3을 정 광으로 회 수하면 대 명 WC의 float 정 광 

생산율은 광액 농도가 6, 8 및 lOwt.%인 경우 각각 40.83, 40.00 및 39.24wt.%로서 

광액 농도를 변화시켜도 생산율에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명 WB급 시료의 float 정광 생산율이 약 70wt.%인 것과 비교한다면 WC 

인 경우는 정광생산율이 약 40%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 순수한 점토광물보다는 비 

중이 높거나 입자가 큰 불순물이 다량 폰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명 WC 시료에 대하여 광액농도 10%로 하여 3회 침강실험을 행한 후 각 산물 

을 회수하여 X선 형광 분석을 이용하여 정량분석을 행한 결과를 Table 46에 나타내 

었다. Table 46의 결과로부터 float 1, float 2 및 float 3의 화학조성은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명 WC 원광의 화학조성에 비하면 float 정광의 실리카의 함 

량은 48.4wt.%에서 47.3wt.%로 약간 감소하였고y 반면에 알루미나의 함량이 

31.이.yt.%에서 32.어.yt.%로 약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산화철의 함량은 

원광의 1.07%에서 1.55%로 오히려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산화칼숨은 원광의 

10.5%에서 5.4%로 현저하게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명 WC 시료의 sink 산물 

의 화학조성을 살펴보면 알루미나의 함량이 31.0%에서 29.7%로 감소했으며I 산화철 

의 함량은 sink 산물의 산화철 품위가 원광보다 높았던 대명 WB 시료와는 대조적 

으로 WC 시료인 경우는 오히려 sink 산물의 산화철 품위가 원광의 1.07%에서 

0.75%로 감소되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산화칼숨은 원광의 10.5%에서 sink 산물인 

경우13.9%로 현저하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WC 시료인 경우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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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 산물에 산화철 등의 철 화합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sink 산물에는 산화칼숨 

을 함유하는 광물이 다량 분포됨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광물의 동정 (identification)을 위해 float 1, float 2, float 3 및 sink 산물에 

대 해 X선 회 절 분석 과 SEM 사진을 Fig. 32와 Photo 23 및 Photo 24에 각각 나타내 

었다. Fig. 32의 결과로부터 float 1, float 2 및 float 3의 X선 회 절 pattem에 는 거 의 

차이가 없으며 대부분이 rnontrnorillonite, rnuscovite, kaolinite로 구성되어 있으며/ 

anorthite도 다량 함유되 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loat 산물의 peak 강도를 살펴 보 

면 rnontrnorillonite가 침강실험을 거듭함에 따라 회수율이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ink 산물의 X선 회절 pattem을 살펴보면 anorthite 

가 대부분이며 kaolinite, rnontrnorillonite 및 rnuscovite도 소량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산물에 대해 X선 회절 분석 결과와 Table 46의 화학분석 결과로부 

터 wc 시료의 float 정광에 나타난 산화칼슐 품위가 5.38wt.%로 높은 이유로서 

float 정광에 미립의 anorthite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float 정광의 산화철 품위가 원광과 sink 산물에 비해 높이 나타난 결과는 앞 장의 

예비실험의 체가름 실험 결과와도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는 

wc 시료에는 철 화합물이 비중이 높은 광물이나 굵은 입자보다는 미립의 점토광 

물에 더 많이 흔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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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Result of Decantation Test as a Function of Pulp density for 
Daernyung WC-grade kaolin. 

Table 46. 다lernical 뼈lysis of pt따fied Daernyung WC grade kao파1 by De며ntation. 

Yield 
Cornposition (wt. %) 

Products 
(wt. %) Si02 Ah03 Fe20 3 CaO MgO K20 Na20 Ti02 Ig.loss 

R.O.M 100 48.44 30.98 1.07 10.53 0.38 0.53 2.39 0.15 5.70 

Float 1 26.24 47.35 32.96 1.59 5.27 0.38 0.76 1.58 0.12 9.14 

Float 2 8.5 47.3 32.82 1.54 5.49 0.38 0.75 1.59 0.12 8.92 

Float 3 4.5 47.33 32.73 1.51 5.81 0.38 0.72 1.65 0.12 9.18 

Sink 60.76 49.15 29.73 0.75 13.86 0.29 0.38 2.91 0.14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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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XRD patterns of the Purified Daemyung WC grade kaolin by 않c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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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3. SEM photograph of the Daemyung WC float 1. 

Photo 24. SEM photograph of the Daemyung WC s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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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단순히 침강실험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정광의 산화철 품 

위가 각각 대명 WB시료인 경우 O.8wt.%, 대명 wc 시료인 경우는 1.57wt.%로서 특 

급 고령토 기준인 O.64wt.%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광의 산화철 

품위를 낮추기 위하여 광액 농도 10wt.%로 침강시험을 행한 시료에 대하여 float 

산물과 sink 산물을 각각 습식 자력선별실험을 추가로 행하였다. 

대명 WB 시료 및 대명 wc 시료에 대해 광액 농도 lOwt.%로 침강 실험을 행하 

여 float 1, float 2 및 float 3를 회수하고/ 남아 있던 sink 산물에 대하여 각각 습식 

자력 선별을 행하였으며 float의 비자성 산물을 float conc.로 표시하고 자성산물을 

float tail로 표시하였다. sink 산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자성 산물을 sink conc. 

로 표시하고 자성산물을 sink tail로 표시하였다. 

먼저 대명 WB 시료에 대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 각각의 산물에 대한 정 

량분석 결과와 생산율을 Table 47에 기재하였다. Table 47의 결과로부터 단순히 침 

강실험만을 행하였을 경우 float 정광의 산화철 품위가 O.84wt.%이었던 것이 습식으 

로 자력선별을 행함으로써 0.57wt.%로 현저하게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float tail은 8.23wt.%의 산화철 품위를 나타내 float 정광의 산화철 품위를 저하시켰 

던 철 화합물들이 습식 자력선별에 의해 상당량 제거되며 그 결과 float 정광의 산화 

철 품위가 특급 고령토의 기준인 O.64wt.% 이하까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 명 WB 시 료의 float conc.과 float tail에 대 해 주사전자현 미 경 (SEM) 관찰과 X선 

회절 분석을 행한 결과를 Fig. 33, Photo 25 및 Photo 26에 각각 나타내었다. SEM 

사진으로부터 float 산물이라도 비자성 산물은 미립자들의 집합체로 나타나지만I 자 

성을 지닌 입자들은 비교적 큰 단독 입자들과 판상의 입자들이 나타남을 알 수 있 

었다. 두 산물의 X선 회절 pattem을 나타낸 Fig. 33의 결과를 살펴보면 float conc. 

와 float tail 의 구성광물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float conc.에 비해 

float tail의 경우에는 montrnorilloni te 의 peak와 muscovite의 peak가 현저하게 나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EM 관찰 결과와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종합하 

여 보면 float 산물의 산화철 품위를 저하시킨 주 광물은 철산화물로 오염된 

montrnorilloni te와 muscovite 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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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 Chemical analysis of Daemyung WB grade kaolin Purified 
by Decantation and Wet Magnetic Separation. 

Comp05ition (wt. %) 
Yield 

Product5 
(wt. %) 

5i02 Ah03 Fe203 CaO MgO K20 Na20 Ti02 

R.O.M 100 44.98 36.21 1.14 3.61 0.32 0.60 0.85 0.16 

Float 
67.23 44.97 38.34 0.57 1.25 0.22 0.59 0.46 0.08 

Conc. 

5ink 
24.58 46.29 32.34 0.41 6.96 0.16 0.60 1.95 0.09 

Conc. 

Float Tail 2.54 40.67 31.01 8.23 8.85 1.54 0.66 0.46 0.48 

5ink Tail 5.65 41.29 30.00 7.98 14.71‘ 1.72 0.67 0.84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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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XRD patterns of the Daemyung WB grade kaolin Purified 
by Decantation and Wet Magnetic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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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5. SEM photograph of the Non-mag. for Daemyung WB floa t. 

Photo 26. SEM photograph of the Mag. for Daemyung WB flo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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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Tab1e 45의 결과로부터 단순히 침강실험만을 행하였을 경우 sink 정광의 산 

화철 품위가 O.82wt.%이었던 것이 습식으로 자력선별을 한 번 더 행함으로써 

0.41wt.%로 현저하게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sink tail은 7.98wt.%의 산화철 

품위를 나타내 sink 산물로부터도 상당량의 철 화합물을 습식 자력선별에 의해 제 

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명 WB 시료의 sink conc.과 sink tai1에 대해 주사전자현미경(SEM) 관찰과 X선 

회절 분석을 행한 결과를 Fig. 34, Photo 27 및 Photo 28에 각각 나타내었다. SEM 

사진으로부터 sink 산물의 비자성 산물이나 자성을 지닌 산물이나 모두 비슷한 크 

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sink tai1의 입자들은 비교적 큰 판상의 입 

자들을 함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산물의 X선 회절 pattern을 나타낸 Fig. 

34의 결과를 살펴보면 sink conc. 와 sink tai1 의 구성광물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float 산물과 마찬가지로 sink conc.에 비해 sink tai1의 경우에는 

montmorillonite와 muscovite의 peak가 현저하게 증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SEM 관찰 결과와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sink 산물에 있어서도 

산화철 품위를 저하시킨 주 광물은 철산화물로 오염된 montmorillonite와 

muscovite 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F10at 정광과 sink 정광을 최종 정광으로 할 경우 

WB의 품위 는 45.3wt. %Si02J 37.4w t. % Ah03, O.53wt. %Fe203, 2.8wt. %Cao, 

O.08wt. % Ti02J 13.Owt. %Ig. 10ss 품위의 정광을 91.81wt.%의 생산율로 생산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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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Photo 27. SEM photograph of the Daemyung WB Sink conc. 

Photo 28. SEM photograph of the Daemyung WB sink 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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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 WB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명 WC 시료에 대해 광액 농도 lOwt.%로 침강 실 

험을 행하고/ 각각의 산물에 대해 습식 자력 선별을 행하였으며 얻어진 각각의 산 

물에 대한 정량분석 결과와 생산율을 Table 48에 기재하였다. 

Table 48의 결과로부터 단순히 침강실험만을 행하였을 경우 float 정광의 산화철 

품위가 0.55wt.%이었던 것이 습식으로 자력선별을 행함으로써 0.82wt.%로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float tail은 0.29wt.%의 산화철 품위를 나타내 float 정광의 산 

화철 품위가 매우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명 WC 시료도 WB 시료와 마 

찬가지로 습식 자력선별에 의해 철 화합물을 상당량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산화칼숨의 품위는 5-6wt.% 정도로 제거가 곤란함을 알 수 있었 

다. 

대명 WC 시료의 float conc.과 float tail에 대해 주사전자현미경(SEM) 관찰과 X 

선 회절 분석을 행한 결과를 Fig. 35, Photo 29 및 Photo 30에 각각 나타내었다. 

Float conc.과 float tail의 SEM 사진을 살펴 보면 대 명 WB의 float 산물과 거 의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float 산물이라도 비자성 산물은 미립자 

들의 집합체로 나타나지만/ 자성을 지닌 입자들은 비교적 큰 단독 입자들과 판상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산물의 X선 회절pa야em을 나타낸 Fig. 

67의 결과를 살펴보면 float conc. 와 float tail 의 구성광물은 거의 비슷하지만 float 

conc.에 비해 float tail의 경우에는 monbnorillonite 의 peak와 muscovite의 peak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EM 관찰 결과와 X선 회절 분석 결 

과를 종합하여 보면 대명 WB의 float 산물의 산화철 품위를 저하시킨 주 광물은 철 

산화물로 오염된 monbnorilloni te와 muscovite 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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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Chemical analysis of Daemyung WC grade kaolin Purified 
by Decantation and Wet Magnetic Separation. 

Yield 
Composition (wt. %) 

Products 
(wt. %) Si02 Ah03 Fe203 CaO MgO K20 Na20 Ti02 

R.O.M 100 48.44 30.98 1.07 10.53 0.33 0.53 2.39 0.15 

Float 
37.50 47.67 32.94 0.82 5.01 0.23 0.70 1.05 0.11 

Conc. 

Sink 
55.52 49.51 29.88 0.29 14.51 0.19 0.38 3.37 0.10 

Conc. 

Float Tail 1.74 42.79 30.83 9.11 6.05 2.46 0.82 1.03 0.31 

Sink Tail 5.23 44.44 28.63 8.42 9.34 1.90 0.76 2.03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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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Photo 29. SEM photograph of the Daemyung WC float conc. 

Photo 30. SEM photograph of the Daemyung WC float 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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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Tab1e 48의 결과로부터 단순히 침강실험만을 행하였을 경우 sink 정광의 산 

화철 품위가 O.75wt.%이었던 것이 습식으로 자력선별을 한 번 더 행함으로써 

O.29wt.%로 현저하게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sink tai1은 8.42wt.%의 산화철 

품위를 나타내 sink 산물로부터도 상당량의 철 화합물을 습식 자력선별에 의해 제 

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명 WC 시료의 sink conc.과 sink tai1에 대해 주사전자현미경(SEM) 관찰과 X선 

회절 분석을 행한 결과를 Fig. 36, Photo 31 및 Phot032에 각각 나타내었다. SEM 

사진으로부터 sink 산물의 비자성 산물이 오히려 자성을 지닌 산물보다 큰 크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ink tai1의 입자들은 conc. 입자에 비해 크기는 적으 

나 대부분이 간상의 입자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산물의 X선 회절 

pattem을 나타낸 Fig. 36의 결과를 살펴보면 sink conc. 와 sink tai1 의 구성광물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float 산물과 마찬가지로 sink conc.에 비해 

sink tai1의 경우에는 montmorilloni te와 muscovite의 peak가 현저하게 증가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EM 관찰 결과와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sink 산물에 있어서도 산화철 품위를 저하시킨 주 광물은 철 산화물로 오염된 

montmorillonite와 muscovite 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F10at 정광과 sink 정광을 최종 

정광으로 할 경우 대명 WC 시료는 48.8wt. %Si02, 31.1 w t. % Ah03, O.5OWt. % Fe203, 

10.7wt. %CaO, O.10wt. % Ti0 2, 5.6wt. %Ig. 10ss 품위의 정광을 93.02wt.%의 생산율로 

생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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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1 . SEM photograph of the WC sink conc. 

Photo 32. SEM photograph of the Daemyung WC sink ta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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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결 론 

대명 WB, WC급/ 하동 WB, WC급 고령토를 고급 도자기 원료 소지로 활용하기 

위한 건식 정제 및 습식 정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원광 화학분석 결과， 대 명 WB급 시 료는 45.0%Si02, 36.2%Ah03, 1.14%Fe203, 

3.6%CaO, 0.16%Ti02, 12.4%Ig.loss, WC급은 48.4 %Si02, 31.0% Ah03, 1.07%Fe203, 

10.5%CaO, 0.15% Ti0 2, 5.7%Ig.loss이 었으며/ 하동 WB급은 45.6%Si02, 34.5 % Ah03, 

1.06%Fe203, 5.0%CaO, 0.24% Ti02, 11.4 %Ig.loss, WC급은 46.3%SiOι 33.4 % Ah03, 

2. 22 % Fe203, 4.8%CaO, 0.34%Ti02, 11.0 % Ig.loss로 모암의 흥화가 덜 진행되어 산 

화칼슐 품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광물감정을 위한 현미경 관찰과 x-선 회절분석 결과l 대명 시료의 주 구성광물은 

anorthite, rnontmorilonite, 고령토I 백운모 둥 이었으며/ 녹니석l 녹염석y 각섬석 동 

착색광물과 티탄철석l 시핀I 금홍석 동 함 이산화티탄 광물이 소량 수반되었다. 하 

동 WB급 시료의 주 구성광물은 albite, anorthite, 백운모， 석영， 고령토， trernolite 

둥 이었으며， WC급은 WB급 시료의 주 구성광불과 rnagnesiohomblende가 수반되 

었다. 

3. 단체분리를 위한 분쇄실험 결과/ 생산율 및 실수율을 고려한 임팩트 밀의 회전수 

는 7，000rprn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325rnesh를 기준으로 체가름 결과 대명 

WB급의 -325rnesh 생성율은 66.4w t.%, 품위는 44.4%Si02, 37.4 % Ah03, 1.01 % Fe203, 

1.6%CaO, 0.12%Ti02, 14.4 % Ig.loss, WC급의 -325rnesh 생성율은 44.8wt.%, 품위 

는 47.2%SiO강 34.0 % Ah03, 1.53 % Fe203, 5.0 % Cao, 0.15%Ti02, 9.5 % Ig.loss이 었으 

며/ 하동 WB급의 -325rnesh 생성율은 73.6wt. %, 품위는 45.4 %Si02, 36.0%Ah03, 

1.01 % Fe203, 2.9%CaO, 0.18% Ti02, 12.7% Ig.loss, WC급의 -325rnesh 생성율은 

57.5w t. %, 품위는 45.0%Si02, 35.6 % Ah03, 2.29 % Fe203, 1.9%CaO, 0.16% Ti02, 

13.5%Ig.loss로 원광에 비하여 알루미나 품위는 향상되었고/ 다른 성분은 대체로 낮 

아졌으며， 특히 모암으로 부터 수반되는 산화칼숨의 품위는 상당히 낮아짐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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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리고 미립산물의 철 품위를 향상시키는 근원광물은 함철 백운모 그리고 

흑운모 동으로 나타났다. 

4. 기초실험 결과， 7，000rpm으로 분쇄한 시료를 공기 분급기를 사용하여 43μm을 기 

준으로 분급하면 대명 WB급의 생산율은 70.1wt.%, 품위는 44.6%Si02, 37.4 % Ah03, 

0.93%Fe203, 1.2%CaO, 0.12% Ti02, 14.2%Ig.loss, WC급의 정광 생산율은 44.0wt. %, 

품위 는 47.3%SiOι 33.4 % Ah03, 1.57%Fe203, 5.2%CaO, 0.14%Ti0 2, 9.9%Ig.loss이 었 

으며I 하동 WB급의 생산율은 77.Owt.%, 품위는 45.1 %Si02, 36.7%Ah03, 0.81 % Fe203, 

2.4%CaO, O.13%Ti02, 13.8%Ig.loss, WC급의 생 산율은 75.야.vt. %, 품위 는 44.9%Si02, 

35.8%Ah03, 2.30 % Fe203, 2.0%CaO, 0.19%TiO강 13.2%Ig.loss이 었다. 

5. 기초실험에서 7，00야pm으로 해쇄 후 43μm 크기이하로 회수한 정광을 대상으로 

가소성과 소성 백색도 둥을 측정한 결과， 대명 WB급 정광의 가소성치와 소성 백색 

도는 33.0%와 65.4, WC급은 31.7%와 92.7이었으며l 하동 WB급은 33.4%와 95.6, 

WC급은 33.2%와 93.8로 원광에 비하여 가소성치와 소성 백색도가 상당히 향상되어 

건식 공정으로 고령토의 정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6. 규모확대 실험으로 햄머밀로 분쇄한 시료를 50ATP 분급기를 사용하여 43때을 

기준으로 분급하면 대명 WB급 정광의 생산율은 58.5wt.%, 품위는 44.5%Si02, 

38.2%Ah03, 0.77%Fe203, 1.1 %Cao, 0.12% TiO강 13.6%Ig.loss, WC급의 정광 생산율은 

30.7wt. %, 품위는 47.1 %Si02, 32.9 % Ah0 3, 1.15 % Fe203, 6.1 %Cao, 0.15%TiO강 

9.7% Ig.loss이었으며， 하동 WB급의 생산율은 63.5w t. %, 품위는 45.2%Si02, 

36.2%Ah03, 0.89 % Fe203, 2.6%CaO, 0.17% Ti0 2, 13.5 % Ig.loss, WC급의 생 산율은 

39.4wt.%, 품위는 44.9%SiOι 36.0 % Ah03, 2.31 % Fe203, 1.6%CaO, 0.14%Ti02, 

13.4 % Ig.loss이 었다. 

7. 대명 WB， WC급 규모확대 실험 정광산물을 대상으로 가소성과 소성 백색도둥을 

측정한 결과 WB급 정광의 가소성치와 소성 백색도는 33.5%와 92.2, WC급은 

34.4%와 93.6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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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규모확대 실험 광미를 건식 자력선별한 WB급의 원광 대비 정광의 생산율은 

32.야vt. %, 품위는 45.7%SiOz, 35.1 % Ah03, 0.59 % Fe203, 4.07%CaO, 0.12%Ti02, 

11.6%Ig.loss, WC급의 생 산율은 56.2wt.%, 품위 는 49.2%SiOz, 29.9 % Ah03, 

0.43 % Fe203, 11.7%CaO, 0.15%Ti02, 2.9%Ig.loss로 요업원료 또는 고무동의 충전재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9. 규모확대 실험에 의한 대명 고령토를 건식 분급 및 자력선별에 의한 정제시 

최종 정광의 생산율은 WB급은 91.4wt.%, 품위는 44.9%SiOz, 37.1 % Ah03, 

0.71 % Fe203, 2.1 %CaO, 0.12% TiOz, 12.9%Ig.loss, WC급의 생산율은 86.3w t. %, 품위는 

48 .5%SiOz, 31.0%Ah03, 0.68%Fe203, 11.0%CaO, 0.15% TiO강 2.9%Ig.loss 이 었다. 

10. 대명 고령토 광산에서 생산되는 백색 고령토(WB， WC급)에 혼입된 철분， 이산 

화티탄/ 산화칼슐 동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침강실험에 의한 습식 정제 공정 

으로 실험하였다. 습식공정에 의하여 0.53 % Fe203를 가지는 WB 최종 정광을 

91.81wt.%생산할 수 있으며， 0.50%Fe203의 WC는 93.02wt.%생산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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